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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씨에스엠에이/씨에이 기반 무선 랜 시스템의 매체 접근제어 방법 및 그 방법을 수행하는 단말

요약

본 발명에 따른 CSMA/CA 기반 무선 랜 시스템의 매체 접근 제어 방법은 데이터를 송수신하고자 하는 임의의 단말이

CSMA/CA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전송 경쟁에서 점유한 매체를 통해 경쟁 기반 요청신호(Contention Based request) 프

레임을 임의의 단말 또는 AP에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경쟁 기반 요청신호 프레임을 수신한 단말 또는 AP가 SIFS 이 후

매체의 상태가 미사용(Idle) 상태이면 매체를 점유하여 경쟁 기반 요청신호 프레임을 송신한 단말에게 경쟁 기반 응답신호

(Contention Based acknowledgemet) 프레임을 전송하는 단계를 수행함으로써, 요청신호(Request)를 수신하는 단말(또

는 AP)에게 경쟁이 없는 매체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종래에 BSS를 구성하는 임의의 단말에 대해서 AP

와의 양방향 통신시 평균적으로 동일한 업스트림 지연, 다운 스트림 지연을 가짐으로 인해 다운 스트림의 지연증가로 인해

발생되던 서비스 품질 저하를 막을 수 있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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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

색인어

DIFS, SIFS, 경쟁기반, AP, WLAN, IEEE 802.11, 매체접근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IEEE 802.11 규격에 정의된 DCF의 접근 제어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는 DCF로 동작하는 인프라 스트럭쳐 모드의 무선 랜에 실시시간성 데이터인 음성 트래픽을 처리하는 단말이 연결되

는 무선랜 VoIP 시스템의 한 예를 보여 주는 도면.

도 3은 ESS를 구성하는 임의의 BSS 내에 여러 대의 음성 단말이 연결되어 있을 때, AP 및 각 단말의 TX 큐로 유입되는 데

이터 패킷을 보여 주는 도면.

도 4는 저부하 조건에서 매체들에 접근하는 각 단말들의 타이밍도.

도 5는 고부하 조건의 경우에 AP 와 각 단말들이 매체들을 공유하는 타이밍도.

도 6은 IEEE 802.11 표준의 MAC 프레임의 형식을 나타내는 도면.

도 7은 도 6에 도시된 프레임 제어 필드의 상세한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8은 타입(type) 필드와 서브 타입(subtype) 필드의 조합을 나타내는 도면.

도 9는 도 8의 프레임에 본 발명에 따라 더 추가되는 서브 타입의 데이터 프레임들을 보여주는 도면.

도 10 내지 도 14는 본 발명에 따른 Request-Ack 교환에 의한 데이터 전송을 보여주는 타이밍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경쟁에 기반한 무선 랜 시스템 및 MAC(Medium Access Control) 프로토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두 단말 간 양

방향 통신시 경쟁 기반 요청신호(Contention Based request)와 경쟁 기반 응답신호(Contention Based

acknowledgemet)를 통해 통신함으로써 경쟁에 기반한 무선 랜 시스템에서도 공평성(Fairness)에 의해 발생되는 매체 접

근 지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IEEE의 무선 랜 표준은 "Standard for Information technology-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Local and metropolitan area networks-Specific requirements-Part 11: Wireless LAN Medium

Access Control (MAC) and Physical Layer (PHY) Specifications" 1999 Edition을 따르고 있다.

이하에서는 줄여서 IEEE 802.11로 표기하도록 한다. IEEE 802.11 표준에는 무선 랜을 구성하는 물리 계층과 매체 접근

제어(Medium Access Control, MAC)에 관한 규정이 정의되어 있다.

MAC 계층은 공유 매체를 사용하는 단말 또는 장치가 매체를 이용/접근할 때 준수해야 할 순서(Order)와 규칙을 정의함으

로써 효율적으로 매체의 용량을 이용하게 만든다. IEEE 802.11는 Distributed Coordination Function(DCF) 와 Point

Coordination Function(PCF)라는 두 가지 접근 제어 방식(access mechanism)을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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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F는 폴링(Polling)방식에 기반한 중앙 집중적인 매체 접근 제어 방식으로서 BSS를 관장하는 Point Coordinator (PC)

가 BSS 에 속하는 모든 단말들의 Medium Access를 제어하는 방식이다. PCF mode에서는 PC로부터 Poll을 받은 단말만

이 전송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PC 가 폴링 리스트(Polling List)에 따라 데이터를 보내고자 하는 단말

에게 경쟁 없는(Contention-Free) 전송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 무선 랜에서의 실시간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PCF 구

현의 복잡성, 매체의 비효율적 이용 등의 이유로 실제 상용화는 미미하다.

도 1은 IEEE 802.11 규격에 정의된 DCF의 접근 제어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DCF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IEEE 802.11 규격에 기본사항으로 정의된 접근 제어 방식으로 CSMA/CA라고 알려진 경

쟁에 기반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

CSMA/CA 기반의 무선랜 시스템에서는 단말이 매체가 사용중인지를 검사하여 매체가 사용중인 경우 일정시간 기다렸다

가 일정 시간후에 매체가 미사용중인 경우에 백오프 타임을 감소시킨다. 이와 같이 각 단말이 트래픽을 개시하기 위해 기

다리는 일정 시간을 IFS(interframe space)라 한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MAC 프로토콜 트래픽에는 크게 세 가지의

IFS가 있다. DIFS는 DCF interframe space을 나타내며, PIFS는 PCF interframe space를 나타내며, SIFS는 Short

interframe space을 나타낸다.

여기서는 DCF 방식을 사용하는 단말이 프레임을 보내는 예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한다. DCF 방식을 사용하는 단말은 프레

임을 보내기 전에 우선 매체가 사용 중인지를 검사한다. 만약 매체가 DIFS(DCF interframe space) 동안 대기한 후 매체

가 미사용(Idle)상태이고 백오프 타이머의 값이 '0'이 되면 프레임을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반대로 매체가 사용(busy) 중이면, 단말은 백오프 절차를 개시한다.

백오프 절차시에는 백오프 타이머(Backoff Timer)에 랜덤(random)한 백오프 타임값을 할당한다. 백오프 타임은 다음의

관계식을 따른다.

Backoff Time = random() * slottime

(random()= [0, CW] 구간에서 uniform 한 확률 분포를 갖는 랜덤한 정수)

(CW = Contention Window, CWmin <= CW <= CWmax)

백오프 타이머는 매체가 슬롯타임(slottime)동안 미사용(idle) 상태로 지속될 때마다 슬롯타임 만큼 감소하며, 매체가 어

느 한 순간이라도 사용중(Busy)상태가 되면, 감소를 중지한다.

백오프 타이머는 매체가 DIFS 동안 미사용(idle) 상태가 되고 난 후부터 다시 슬롯타임 만큼씩 감소할 수 있다. 이 때의 백

오프 타임은 생성된 값이 아니라 매체 사용중 상태 바로 전에 백오프 타이머가 가졌던 값이다.

아울러, 임의의 단말에 설정된 백오프 타임은 매체가 미사용 상태에서 타임슬롯만큼 감소하게 되는데, 전송 경쟁에서 실패

하여 재전송 경쟁을 수행해야 할 경우 이전 경쟁과정에서 감소된 값으로부터 타임슬롯만큼씩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단말은 백오프 타이머가 0 이 되면 비로소 전송할 수 있다.

전송에 성공한 단말은 비록 큐가 비어있더라도, 즉 전송할 데이터가 없더라도 백오프 절차에 따라 백오프 타이머에 랜덤한

백오프 타임을 할당한다. 이로 인해, 각 단말은 프레임 전송과 프레임 전송 사이에 반드시 한 번의 백오프 타임이 필요하

다.

IEEE 802.11에서 에러(Error) 복구는 'positive acknowledgment scheme'을 이용한 재전송에 의해 가능하다. 에러없이

프레임을 수신한 단말은 프레임 수신 후 SIFS 이 후 매체의 상태가 미사용(Idle) 상태이면, 매체를 점유하여 ACK 프레임

을 보내게 되어 있다. 프레임을 송신한 단말은 ACK 프레임의 유무에 근거하여 자신이 전송한 프레임이 성공적으로 수신되

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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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는 Ad-hoc 구성이나, Infrastructure 구성의 무선 랜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매체 접근(Medium access) 규칙이

다. 폴링 방식에 비해 구현이 쉽고, 스케쥴링(Scheduling)과 같은 복잡한 계산을 해야 하는 PC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굉

장히 유연한(Flexible) 특성이 있어서 매체가 타 단말에 의해 점유되지 않으면, 전송할 데이터가 많은 단말이 많은 대역을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모든 단말에게 공평한 전송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공평성(Fairness)은 표준에서 정의된 백오프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단말들은 최초 전

송 경쟁에서 랜덤한 백오프 타임을 가져야 하며, 모두 똑같은 분배함수(distribution function)를 사용하기 때문에 경쟁에

서 승리할 확률은 모두 같다. 만약, 임의의 단말이 전송 경쟁에서 지게 되면, 그 단말은 새로운 전송 경쟁에서는 지난 번 경

쟁에서 감소되었던 백오프 타임을 사용하게 된다. 그렇게 때문에 새로운 경쟁에서는 여러 번 전송 기회를 갖지 못한 단말

이 새로 백오프 타임이 정해진 단말, 즉 바로 전에 전송할 기회를 잡았던 단말에 비해 경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다. 결국

긴 시간 동안 관찰하였을 때, 각 단말은 동일한 전송기회를 갖게 된다.

모든 단말에게 공평한 전송 기회를 부여한다는 공평성(Fairness)은 각 단말에게 골고루 전송기회를 부여하여 특정 단말이

상당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보내지 못하는 현상(Starving 현상)을 없애 주는 이점을 줄 수 있다. 그렇지만, 음성

트래픽(Voice Traffic)과 같은 양방향의 실시간성 데이터를 다루는 단말에게는 원하지 않는 접근 지연(access delay)을

발생시킬 수 있다.

무선 랜에서 실시간성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단말들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를 적절한 지연내에 전송하여야 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송신측 단말로부터 제한된 시간 내에 수신하여야 한다. 특히 양방향성을 갖는 음성 트래픽을 처리하는 단말의 경

우, 제 때에 송신, 수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야 한다.

한편, DCF는 기본적으로 단말 간 공평한 경쟁을 유도하기 때문에 BSS(Basic Service Set)에서 서비스를 받는 단말의 수

가 많아지면 각 단말이 갖는 평균적인 접근 지연이 길어지며, 이것이 DCF 모드의 BSS에서 동시에 송,수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실시간 단말의 수를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

도 2는 DCF로 동작하는 인프라 구조 모드(Infrastructure mode)의 무선 랜에 실시시간성 데이터인 음성 트래픽을 처리하

는 단말이 연결되는 무선랜 VoIP 시스템의 한 예를 보여 주고 있다.

AP 내의 임의의 단말은 게이트 웨이(Gateway)를 통하여 외부의 인터넷(Internet)망에 연결된 VoIP 폰과 음성 정보를 주

고 받을 수 있으며, 지역(Local)망을 구성하는 분배 시스템(Distribution System:DS)이 여러 AP 들과 게이트웨이를 연결

시켜 준다.

도 3은 ESS(extended service set)를 구성하는 임의의 BSS 내에 여러 대의 음성 단말이 연결되어 있을 때, AP 및 각 단

말의 TX 큐(queue)로 유입되는 데이터 패킷을 보여 준다.

음성 단말의 응용 계층(application layer)은 일정한 주기와 일정한 크기로 음성 패킷을 만들어 하위 계층으로 전송하는 것

으로 가정하였다. 하위 계층으로 보내진 음성 패킷은 여러 프로토콜 계층을 거쳐 MAC으로 전달되며, 상위 계층으로부터

패킷을 받은 MAC은 수신한 패킷을 큐에 저장한다. MAC은 전송 기회를 얻게 되면, 큐에 저장된 데이터를 IEEE 802.11

frame 으로 만들에 AP에 전송한다.

한편, AP로부터 각 단말로의 전송은 약간 다르다. AP는 DS로부터 각 음성 단말로 전송하여야 할 모든 프레임들을 받게 된

다. 이 때, AP는 한 번의 전송기회 당 하나의 단말에게만 전송을 할 수 있다.

각각의 음성 단말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T_codec의 주기로 단말의 TX 큐에 보내진다면, 각각의 음성 단말들은 T_

codec당 한 번씩 매체에 접근하여 할 것이고, 음성 단말의 전송 주기 T_upstream는 T_codec이 될 것이다. 그런데, DS

외부에 위치하고 있는 단말의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또한 BSS 내에 위치한 음성 단말의 어플리케이션과 동일하다고

쉽게 가정할 수 있으므로, DS 내에서 서비스 중인 음성 단말의 수가 N 개라면, DS로부터 AP(의 TX 큐)에 도착하는 프레

임의 도착 주기인 T_from_ds는 T_from_ds = T_codec/N 이 될 것이고, AP는 매체들이 허락하는 한 T_codec/N 당 한

번씩 매체들에 접근하려고 할 것이다. 즉, AP 의 전송주기를 T_ap라 하면, 여건이 허락하는 한 T_ap = T_from_ds = T_

codec/N 가 되도록 전송을 시도할 것이다. 이 때, 임의의 단말이 AP 로부터 필요한 음성 패킷을 수신받는 주기를 나타내

는 T_downstream은 T_downstream = T_ap * N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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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서비스를 위해 임의의 음성 단말이 전송시 가질 수 있는 최대 허용 접근 지연은 앞의 가정에 의해 AP가 해당 음

성 단말에게 전송 시 가질 수 있는 최대 허용 접근 지연과 동일하게 되고, 이를 T_permitted라고 하자. 그러면, 정상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다음의 '음성 통화 서비스 기준'이 만족되어야 한다.

T_upstream < T_permitted

T_downstream = T_ap * N < T_permitted

일반적인 경우 T_permitted > k * T_codec을 만족한다.

여기서 k >= 1 이다.

<저부하 조건에서의 매체 점유>

저부하 조건(Low Load condition)에서의 매체 점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매체를 점유하고자 하는 단말의 갯수가 아주 적고, 그 단말들이 사용하는 매체의 대역폭이 매체가 제공할 수 있는 최대 대

역폭보다 상당히 작을 경우, 즉 매체들이 저부하 조건일 경우에 AP 및 각 음성 단말은 데이터가 큐에 도착하는 주기보다

짧은 접근 지연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음성 패킷이 TX 큐로 입력되기 전에 현재의 음성 패킷이 MAC 프레임에 실려 전송되어 하나의 음성 패킷

당 하나의 MAC 프레임이 사용되므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

T_upstream[Low_load] = T_codec

T_downstream[Low_load] = T_ap[Low_load] * N = T_from_ds * N = T_codec

즉, T_upstream[Low_load] = T_downstream[Low_load] < T_permitted

도 4는 저부하 조건에서 매체들에 접근하는 각 단말들의 타이밍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각각의 음성 단말이 수신하는 음성 데이터는 모두 AP에 의해 전송되므로, AP는 임의의 음성 단말보다 N

배 더 많이 매체에 접근한다. 여기서, N은 AP 와 통신 중인 음성 단말 수를 나타낸다.

물론, T_upstream < T_permitted 이고, T_downstream = T_ap * N < T_permitted가 되기 때문에, 음성 단말들은 허

용가능한 접근 지연을 가지면서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수신할 수 있는 상황이다. 매 번의 MAC 프레임 전송에 대해

ACK 프레임이 뒤따르고 있다.

<고부하 조건에서의 매체 점유>

다음으로 고부하 조건(High Load condition)에서의 매체 점유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매체들을 점유하고자 하는 단말의 갯수가 아주 많고, 그 단말들이 사용하는 매체들의 대역폭이 매체들이 제공할 수 있는

최대 대역폭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즉, 고부하 조건일 경우에 접근 지연이 증가한다.

즉, 전송 경쟁에 참여하는 단말의 갯수가 많아지고, 매체의 대역폭 사용률이 증가하게 되면, 단말 간 전송경쟁이 심화되어

각 단말 (AP 포함) 이 겪는 접근 지연이 증가하게 된다. 접근 지연이 증가하게 되면, 각 음성 단말 (AP)의 TX 큐에는 응용

계층(DS)로부터 온 다수의 음성 패킷이 쌓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DCF 의 공평성(Fairness)이 갖는 특성으로 인

해, AP를 포함한 모든 음성 단말은 단위 시간당 동일한 전송기회를 갖는 방향으로 매체 접근의 순서가 정해진다.

즉, T_ap[Low_load] = T_upstream[Low_ load]/N 에서 T_ap[High_load] ≒ T_upstream[High_load]로 변화된다.

그러면, 네크워크에 속해있는 각 단말의 업스트림(Upstream) 주기와 다운 스트림(Downstream) 주기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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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_downstream [High_load] = T_ap [High_load] * N≒ T_upstream [High_load] * N

위의 식에서 보듯이 고부하 조건에서 T_downstream > T_upstream이 되며, 이는 T_upstream < T_permitted 가 될 수

있지만, T_downstream > T_permitted 이 되어, 음성 통화 서비스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고부하 조건의 경우, 다운 스트림의 접근 지연이 업스트림의 접근 지연보다 크게 되어 다운 스트림 지연에 의해 실시간

서비스가 제한된다. 특히, 각 단말이 느끼는 다운 스트림 지연은 AP 의 전송주기 (=T_ap) 의 N 배가 되므로, AP 에 연계

된 Voice 단말수 (=N) 이 클수록 이러한 현상은 심화된다.

도 5는 고부하 조건의 경우에 AP 와 각 단말들이 매체들을 공유하는 타이밍도이다. 도면에서는 단순성을 위하여 ACK 프

레임이 생략되었다. 음성 단말 뿐만 아니라, 일반 데이터를 송신하는 단말도 BSS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실시간 통신을 해야하는 음성 데이터의 경우 단말이 AP로 전송하는 업스트림의 주기와 AP가 단말에게 전송하는 다운

스트림의 주기가 같아야 한다. 이와 같이 업스트림의 주기와 다운 스트림의 주기가 같으려면, AP는 각 단말이 갖는 전송

기회의 1/N 배에 해당하는 전송주기를 가져야 하지만, 일반적인 DCF에 의한 매체접근제어 방법을 이용할 경우에는 극심

한 전송경쟁으로 야기된 공정성 특성에 의해 각 단말의 업스트림 주기보다 다운 스트림 주기가 월등히 길어지게 된다. 상

기에서와 같이 AP가 단말로 전송하는 다운 스트림 주기가 단말이 AP로 전송하는 업 스트림 주기보다 길어지게 되면 단말

에서 AP로 전송된 음성 데이터의 전송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AP에서 단말로 전송되는 음성 데이터는 실시간

서비스에서 인정되는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없기 때문에 실시간 서비스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경쟁 기반 요청신호(Contention Based request)와 경쟁 기반

응답신호(Contention Based acknowledgemet)의 교환에 의해 요청 프레임을 받는 쪽 단말(AP 포함)에게 경쟁이 없는 매

체 접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양방향 통신을 하는 AP와 단말에게 평균적으로 동일한 송/수신 지연을 갖게 하는 CSMA/

CA 기반 무선 랜 시스템의 매체 접근 제어 방법 및 그 방법을 수행하는 단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측면에 따르면, 임의의 단말이 CSMA/CA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전송 경쟁에서

점유한 매체를 통해 경쟁 기반 요청신호(Contention Based request) 프레임을 임의의 단말 또는 AP에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경쟁 기반 요청신호 프레임을 수신한 단말 또는 AP가 SIFS 이 후 매체의 상태가 미사용(Idle) 상태이면 매체를 점유

하여 경쟁 기반 요청신호 프레임을 송신한 단말에게 경쟁 기반 응답신호(Contention Based acknowledgemet) 프레임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CSMA/CA 기반 무선 랜 시스템의 매체 접근 제어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르면, 경쟁 기반 요청신호 프레임을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프레임의 프레임 제어 필드에 해

당 프레임이 경쟁 기반 요청신호 프레임을 표시하기 위한 값으로 코딩하는 단계와, DIFS를 IFS(Interframe Space)로 이

용한 CSMA/CA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전송 경쟁에서 점유한 매체를 통해 상기 경쟁 기반 요청신호 프레임을 임의의 단말

또는 AP에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임의의 단말 또는 AP로부터 임의의 프레임이 수신되는 경우, 수신된 프레임의 프레임

제어 필드를 분석하는 단계와, 분석결과에 따라 경쟁 기반 요청신호 프레임이 수신되면 전송한 단말 또는 AP에 해당 프레

임의 프레임 제어 필드에 해당 프레임이 경쟁 기반 응답신호 프레임을 표시하기 위한 값으로 코딩하는 단계와, SIFS를 IFS

(Interframe Space)로 하여 점유한 매체를 통해 상기 경쟁 기반 응답신호 프레임을 임의의 단말 또는 AP에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CSMA/CA 기반 무선 랜 시스템에서 단말의 매체 접근 방법을 제공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도 6은 IEEE 802.11 표준에 정의된 MAC 프레임의 형식을 나타낸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각 프레임들은 모두 IEEE 802.11에서 정의한 MAC 프레임 타입과 동일한 형식

(Format)을 사용하며, 이에 따라 기존의 BSS 시스템과 호환이 보장되어 쉽게 접목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각 프레임들의 타입은 기본적으로는 IEEE 802.11에서 정의한 데이터 타입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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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을 참조하면, IEEE 802.11 표준에 정의된 MAC 프레임은 MAC 헤더와, 프레임 타입에 특정된 정보를 가지는 프레임

바디(frame body)와, 프레임 체크 시퀀스(frame check sequence:FCS)로 이루어진다.

그중에서, MAC 헤더는 프레임 제어(frame control) 필드, 듀레이션(duration) 필드, 주소(address) 필드, 시퀀스 제어

(sequence control) 필드로 이루어진다.

이중에서 프레임 제어 필드는 그 프레임의 특성을 표시하는 필드로서 프레임 필드를 분석하면, 프레임의 성격, 전력 관리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다. 따라서, AP와 단말은 서로간에 주고 받는 프레임중에서 프레임 제어 필드를 분석

하여 자신에게 프레임을 전송한 상대방의 상태를 알 수 있다.

도 7은 도 6에 도시된 프레임 제어 필드의 상세한 구성을 나타낸다.

도 7을 참조하면, 프레임 제어 필드는 프로토콜 버전(protocol version) 필드, 타입(type) 필드, 서브 타입(subtype) 필드,

(To DS) 필드, (From DS) 필드, 추가 분할(More Fragments) 필드, 재시도(Retry) 필드, 전력 관리(Power

management) 필드, 추가 데이터(More Data) 필드, WEP(Wired Equipment Privacy) 필드, 순서(Order) 필드로 이루어

진다.

이러한 필드중에서 타입(type) 필드는 2비트로 이루어져 있고, 서브 타입(subtype) 필드는 4비트로 이루어져 있다. 타입

(type) 필드와 서브 타입(subtype) 필드는 그 프레임의 성격을 나타낸다. 즉, 각 프레임의 성격은 크게 제어(control) 프레

임, 데이터(data) 프레임, 관리 프레임(management)으로 구분된다.

도 8은 타입(type) 필드와 서브 타입(subtype) 필드의 조합을 나타낸다.

도 8을 참조하면, 타입(type) 필드와 서브 타입(subtype) 필드에 설정된 값에 따라, 각각의 프레임의 어떠한 기능을 수행

하는 프레임인지를 알 수 있다.

그중에서, 타입(type) 필드의 값이 '10'이면 데이터 프레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서브 타입(subtype) 필드의 값이 '1000 -

1111' 인 경우는 아직 미사용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호환성을 위하여 도 6과 도7에 명시된 기본적인

IEEE 802.11 MAC frame format을 사용하되, 서브 타입의 필드 값 중에서 아직 미사용인 값을 정의하여 요청 신호

(Request)와 응답신호(Ack)의 교환에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된 바와 같이 요청 신호(Request)와 응답신호(Ack)를 교환하는 절차중에서 도면에 도시된 규격을 따름과 아

울러, 도시되지 않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경쟁 기반 요청신호(이하 "Data + CB-Request"라 칭함),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

는 경쟁 기반 요청신호(이하 "CB-Request (no data)"라 칭함), 데이터를 포함하는 경쟁 기반 응답신호(이하 "Data + CB-

Ack"라 칭함),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는 경쟁 기반 응답신호(이하 "CB-Ack (no data)"라 칭함)의 4가지의 값을 더 정의하

여 사용하는 것이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라 도 8의 프레임에 더 추가되는 서브 타입의 데이터 프레임들을 보여주고 있다.

도 9를 참조하면, 서브 타입의 값을 설정하여 Data + CB-Request, CB-Request (no data), Data + CB-Ack, CB-Ack

(no data)의 4가지 값을 추가하였다. 여기에서, 서브 타입의 값은 차례대로 1000, 1001, 1010, 1011로 설정되어 있다. 그

러나, 이 값들은 임의로 결정된 것으로 한 것으로, 도면에 도시된 바에 국한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하여 설정

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Ad-hoc 구성, 인프라 스트럭쳐(Infrastructure) 구성을 가지는 무선 랜에서 각 프레임들은 다음과 같이 정

의된다.

먼저, Data + CB-Request 프레임, CB-Request (no data) 프레임은 상기 프레임을 송신하는 단말이 목적지 단말에게

Data를 송신하도록 요청하는 프레임으로서 AP를 제외한 모든 단말(Station)에 의해 전송된다. Data + CB-Request 프레

임의 Frame Body field에는 송신 단말이 목적지 단말에게 전송할 Datark 실리게 되고, CB-Request (no data) 프레임에

는 송신 단말에서 목적지 단말로의 Data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Frame Body field가 존재하지 않는다.

등록특허 10-0560738

- 7 -



다음으로, Data + CB-Ack 프레임, CB-Ack (no data) 프레임은 Data + CB-Request 프레임 또는 CB-Request (no

data) 프레임에 대한 응답 프레임으로서 AP를 포함한 모든 단말에 의해 전송된다. 상기 요청 프레임을 수신한 단말로부터

상기 요청 프레임을 송신한 단말로의 Data는 Data + CB-Ack 프레임의 Frame Body Field에 실리게 된다. 만약, 상기 요

청 프레임을 수신한 단말이 상기 요청 프레임을 송신한 단말에게 전송할 Data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Frame Body field와

address 4 field를 잦고 있지 않은 CB-Ack (no data) 프레임을 사용하여 응답하게 된다. 단, CB-Ack (no data) 프레임은

Data + cCB-Ack (no data) 프레임에 대한 응답 프레임으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AP가 사용되는 BSS에서는 단말만이 Data + CB-Request 프레임과 CB-Request (no data) 프레임을 전송할 수

있다. 즉, 먼저 단말에서 운영되는 어플리케이션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수신을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상대 단말 또

는 AP에게 능동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본 발명에 따른 경쟁 기반 요청신호(CB-Request)와 경쟁 기반 응답신호(CB-Ack)의 교환 방식은 다음과 같은 절

차를 따른다.

먼저, 경쟁 기반의 무선 랜 시스템에서 CB-Request-Ack 교환 방식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고자 하는 단말은 시스

템에서 규정한 경쟁 방법에 의해 Data + CB-Request 프레임 또는 CB-Request (no data) 프레임을 원하는 단말 또는

AP에 전송한다.

이 때, IEEE 802.11에 기반한 무선 랜에서 CB-Request 프레임을 전송하고자 하는 단말은 여타 데이터 프레임과 마찬가

지로 DIFS를 Interframe Space로 이용한다.

그다음, Data + CB-Request 프레임 또는 CB-Request (no data) 프레임을 수신한 단말 또는 AP는 Data + CB-Request

프레임 또는 CB-Request (no data) 프레임을 송신한 단말에게 Data + CB-Ack 프레임 또는 CB-Ack (no data) 프레임

을 전송한다.

이 때, Data + CB-Ack 프레임 또는 CB-Ack (no data) 프레임을 전송하는 단말은 수신한 프레임의 Frame Check

Sequense(FCS)가 맞으면, SIFS 동안 매체가 미사용(Idle) 상태임을 확인한 다음 곧바로 전송한다. 이때, SIFS를 사용하

는 이유는 가장 짧은 IFS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단말과의 전송 경쟁없이 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 다음, Data + CB-Request 프레임 또는 CB-Request (no data) 프레임을 전송한 단말은 프레임 전송 후 SIFS 기간이

지나도록 프레임의 목적지 단말로부터 아무 반응을 받지 못하면, 전송 실패로 간주하고 DCF 에 정의되어 있는

Exponential Random Backoff 절차에 따라 Contention Window (CW)를 증가시켜야 한다.

삭제

이어, Data + CB-Ack 프레임을 수신한 단말은 수신한 프레임의 FCS 가 맞으면, SIFS동안 기다렸다가 이 프레임을 송신

한 단말에게 CB-Ack 프레임을 전송한다.

한편, Data + CB-Ack 프레임을 송신한 단말은 프레임 전송 후 SIFS 기간이 지나도록 프레임의 목적지 단말로부터 아무

런 응답신호를 수신하지 못하면, 전송 실패로 간주하고 Request-Ack 절차를 끝낸다. 단, 이 때는 CW를 증가시키지 않는

다.

삭제

이와 같이, CB-Request-Ack 교환은 Data + CB-Request 프레임 또는 CB-Request 프레임에 의해 시작되며, 이 프레임

의 전송은 철저하게 경쟁에 기반한 CSMA/CA 알고리즘에 기반하므로, PCF 에서와 같이 특별한 관리를 위한 포인트 코디

네이터(Point Coordinator) 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CB-Request-Ack 교환 절차는 CSMA/CA 알고리즘을 준수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개시할 수 있으며, BSS 내에서 CB-Request-Ack 방식을 지원하는 단말과 그렇지 않은 단말이 혼재해 있

어도 무관하다.

왜냐하면,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MAC 프레임의 형식은 기본적으로 IEEE 802.11 표준에 정의된 규격을 따르고, 프레임중

에서 기존에 미사용중인 서브 타입 필드를 본 발명에 따른 CB-Request-Ack 교환 절차에 이용하기 때문이다. 즉, BSS내

에 본 발명에 따른 CB-Request-Ack 방식을 지원하는 단말에 대하여 본 발명에 따른 매체 접근 절차를 수행하고 본 발명

에 따른 CB-Request-Ack 방식을 지원하지 않는 단말에 대하여는 종래의 절차에 따라 매체 접근 절차를 수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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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발명에 따른 CB-Request-Ack 방식을 지원하는 단말들은 경쟁기반 요청신호 프레임을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프레임의 프레임 제어 필드에 해당 프레임이 요청 신호 프레임을 표시하기 위한 값으로 코딩한다.

단말은 DIFS를 IFS(Interframe Space)로 이용한 CSMA/CA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전송 경쟁에서 점유한 매체를 통해 상

기 경쟁 기반 요청신호 프레임을 임의의 단말 또는 AP에 전송한다.

한편, 임의의 단말 또는 AP로부터 임의의 프레임이 수신되는 경우, 수신된 프레임의 프레임 제어 필드를 분석하고, 그 분

석결과에 따라 해당 프레임을 전송한 단말 또는 AP에 경쟁 기반 응답 신호 프레임을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프레임의

프레임 제어 필드에 해당 프레임이 경쟁 기반 응답 신호 프레임을 표시하기 위한 값으로 코딩한다.

코딩이 이루어지면, 단말은 SIFS를 Interframe Space로 하여 점유한 매체를 통해 상기 응답 신호 프레임을 임의의 단말

또는 AP에 전송한다.

도 10 내지 도 14는 CB-Request-Ack 교환에 의한 데이터 전송을 보여주는 타이밍도이다. 도면에서 가로축의 위쪽은 단

말의 동작을 나타내며, 가로축의 아래쪽은 AP의 동작을 나타낸다.

도 10 내지 도 1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CB-Request-ACK 교환에 의한 전송은 CB-Request frame을 송신하는 단말

이 목적지 단말 또는 AP로 전송할 Data를 보유하고 있는지의 유무와 CB-Request frame을 수신하는 단말 또는 AP가 송

신지 단말로 전송할 Data를 보유하고 있는지의 유무에 따라 4가지 경우의 수를 갖는다. 도 10은 CB-Request frame을 전

송하는 단말과 수신하는 단말 또는 AP가 모두 전송할 Data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일어나는 경우를 보여주며, 도 11은

CB-Request frame을 전송하는 단말은 Data를 보유하고 있으나, 수신하는 단말 또는 AP는 전송할 Data는 없고 단지 수

신한 Data 에 대한 ACK 만 전송하는 경우를 보여준다. 도 12는 CB-Request frame을 전송하는 단말은 Data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수신한 단말 또는 AP는 전송할 Data 가 있는 경우이며, 도 13은 CB-Request frame을 송신하는 단말과 수

신하는 단말 또는 AP 모두 전송할 data 가 없는 경우를 보여준다.

이와 같이 Data + CB-Request 또는 CB-Request(no data) 프레임을 수신한 AP는 SIFS 후 곧바로 Data + CB-Ack를

전송함으로써 경쟁없이 매체에 접근하고 있다.

또한 CB-Request와 CB-Ack교환을 이용한 단말이 갖는 송신 기회 및 수신 기회는 동일하기 때문에 도 1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업스트림 주기 및 다운 스트림 주기는 평균적으로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단, 여기서 송신 기회 및 수신 기회가 동

일하기 위해서는 AP가 CB-Request-Ack 방식을 이용하는 단말에 대해서 CB-Request를 받기 전에는 먼저 데이터를 전

송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AP에서 CB-Request-Ack 방식을 지원하는 단말과 통신

할 때는 오직 CB-Request-Ack 절차에 의해서만 데이터의 송,수신이 발생한다는 단말과 AP 간의 상호약속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AP가 DCF 모드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하여 CB-Request-Ack 방식을 지원하는 단말에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므로 단말입장에서 볼 때 수신 횟수가 송신 횟수보다 많을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AP 와 단

말간의 상호약속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CB-Request-Ack 방식의 또 다른 특징은 기존의 IEEE 802.11 DCF 방식과 비교해서 단말과 AP간 또는 단말과 단말간의

데이터 교환시 필요한 경쟁 횟수가 감소함에 따라 충돌로 인한 대역폭 낭비가 줄어듦으로써 무선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사

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P와 단말이 음성 통신을 위해 한 번씩 서로에게 데이터를 전송한다고 가정해 보면, 종래의 DCF 기반의 무선

랜 시스템의 매체 접근 제어방법에서는 단말이 한 번의 충돌없는 전송 경쟁을 통해 매체를 점유한 후 데이터 프레임을 AP

로 전송하고, 데이터 프레임을 수신받은 AP는 SIFS 이후 매체 접근이 없으면 매체를 점유하여 응답 신호(Ack Frame)를

단말로 전송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AP 역시 상기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단말에게 송신하게 된다. 이렇듯

종래의 DCF 기반의 무선 랜 시스템의 매체 접근 제어방법은 총 2 번의 충돌없는 경쟁과, 2 * [(SIFS) + (Ack Frame)] 이

필요하다.

이에 반하여, 본 발명에서 제안한 매체접근제어 방법의 경우에는 도 10에명시된 프레임 교환에 의해 데이터 송수신이 일어

난다. 단말이 한 번의 충돌없는 전송 경쟁을 통해 매체를 점유한 후 Data + CB-Request 프레임을 AP로 전송하고, Data

+ CB-Request 프레임을 수신받은 AP는 DIFS 동안 CSMA/CAA 알고리즘을 통해 전송 경쟁을 하지 않고 SIFS 이후 매체

접근이 없으면 매체를 점유하여 Data + CB-Ack 프레임을 단말로 전송한다. 이어서, Data + CB-Ack 프레임을 수신한

단말은 SIFS 이후 매체 접근이 없으면 매체를 점유하여 CB-Ack 프레임을 AP로 전송함으로써 CB-Request-Ack 통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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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 제안한 CB-Request-Ack 방식은 한 번의 충돌없는 경쟁과, (Data + CB-Request

Frame) + (Data + CB-Ack Frame) + CB-Ack Frame + 2SIFS 이 필요할 뿐이다. 그런데 본 발명에서 새로 정의한 4

개의 Data type frame들은 IEEE 802.11과의 호환성을 위해 명세서 도 6과 도 7의 IEEE 802.11 MAC frame format을 준

수하도록 설정되었으므로, 상향 Data frame과 Data + CB-Request 프레임의 크기가 동일하며, CB-Ack 프레임의 크기

는 도 6에서 Address 4 field와 Frame Body field를 제외하여 Ack 프레임의 크기(14bytes)의 두 배가 되는 28bytes가

된다. 그러므로, 본 발명에서 제시한 매체접근제어 방법은 단말과 AP간에 한 번씩 Data를 교환할 때마다 기존 DCF에 의

한 매체접근제어 방법 대비 한 번의 충돌없는 매체점유 경쟁이 불필요하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있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

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경이 가능하므로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경쟁 기반 요청신호(Request)를 수신하는 단말(또는 AP)에게 경쟁이 없는 매체 접근 권한을 부여함으

로써 다운 스트림과 업 스트림의 지연을 동일하게 해주어 실시간 음성 통신을 가능하게 하고 전송 지연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의 저하를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단말에서 운영되는 어플리케이션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수신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 단말 또는

AP 에게 능동적으로 요청할 수 있고, 단말과 AP 간 또는 단말과 단말간의 데이터 교환시 필요한 경쟁 횟수의 감소와 이에

따른 충돌 발생 확률을 감소시킴으로써 BSS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Throughput을 증가시키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CSMA/CA 기반 무선 랜 시스템의 매체 접근 제어 방법에 있어서,

임의의 단말이 DIFS 동안 CSMA/CA 알고리즘을 통해 전송 경쟁에서 점유한 매체를 통해 경쟁 기반 요청신호(Contention

Based request) 프레임을 임의의 단말 또는 AP에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경쟁 기반 요청신호 프레임을 수신한 단말 또는 AP가 SIFS 이 후 매체의 상태가 미사용(Idle) 상태이면 매체를 점유

하여 경쟁 기반 요청신호 프레임을 송신한 단말에게 경쟁 기반 응답신호(Contention Based acknowledgemet) 프레임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CSMA/CA 기반 무선 랜 시스템의 매체 접근 제어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경쟁 기반 요청신호 프레임은,

경쟁 기반 요청신호만을 포함하는 프레임이거나, 경쟁 기반 요청신호와 데이터를 포함하는 프레임 중 하나인 CSMA/CA

기반 무선 랜 시스템의 매체 접근 제어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경쟁 기반 응답신호 프레임은,

경쟁 기반 응답신호만을 포함하는 프레임이거나, 경쟁 기반 응답신호 및 데이터를 포함하는 프레임 중 하나인 CSMA/CA

기반 무선 랜 시스템의 매체 접근 제어 방법.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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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CSMA/CA 기반 무선 랜 시스템의 매체 접근 제어 방법은,

상기 경쟁 기반 요청신호 프레임을 전송한 단말이 SIFS 기간이 지나도록 경쟁 기반 요청신호 프레임의 목적지 단말로부터

경쟁 기반 응답신호 프레임을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 전송 실패로 간주하고 DCF에 정의되어 있는 익스포넨셜 랜덤 백오프

절차에 따라 컨텐션 윈도우(Contention Window:CW)를 증가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CSMA/CA 기반 무선 랜 시스템

의 매체 접근 제어 방법.

청구항 5.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경쟁 기반 응답신호 프레임이 경쟁 기반 응답신호 및 데이터를 포함하는 프레임인 경우,

상기 경쟁 기반 응답신호 프레임을 수신한 단말은 SIFS를 IFS(Interframe Space)로 하여 점유한 매체를 통해 이 프레임

을 송신한 단말에게 경쟁 기반 응답신호 프레임을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CSMA/CA 기반 무선 랜 시스템의 매체 접

근 제어 방법.

청구항 6.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경쟁 기반 응답신호 프레임이 응답신호 및 데이터를 포함하는 프레임인 경우,

상기 경쟁 기반 응답신호 프레임을 송신한 단말은 경쟁 기반 응답신호 프레임을 전송한 후 SIFS 기간이 지나도록 프레임

의 목적지 단말로부터 경쟁 기반 응답신호 프레임을 수신하지 못하면 전송 실패로 간주하고 경쟁 기반 요청-응답 절차를

종료하는 CSMA/CA 기반 무선 랜 시스템의 매체 접근 제어 방법.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CSMA/CA 기반 무선 랜 시스템의 매체 접근 제어 방법에서 상기 경쟁 기반 요청신호를 전송하는 단말은,

CSMA/CA 기반 무선 랜 시스템에서 AP를 제외한 모든 단말중의 하나이고,

상기 경쟁 기반 응답신호를 전송하는 단말은 AP를 포함한 모든 단말 중 하나인 CSMA/CA 기반 무선 랜 시스템의 매체 접

근 제어 방법.

청구항 8.

경쟁 기반 요청신호 프레임을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프레임의 프레임 제어 필드에 해당 프레임이 경쟁 기반 요청신

호 프레임을 표시하기 위한 값으로 코딩하는 단계와,

DIFS를 IFS(Interframe Space)로 이용한 CSMA/CA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전송 경쟁에서 점유한 매체를 통해 상기 경쟁

기반 요청신호 프레임을 임의의 단말 또는 AP에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임의의 단말 또는 AP로부터 임의의 프레임이 수신되는 경우, 수신된 프레임의 프레임 제어 필드를 분석하는 단계와,

분석결과에 따라 경쟁 기반 요청신호 프레임이 수신되면 전송한 단말 또는 AP에 해당 프레임의 프레임 제어 필드에 해당

프레임이 경쟁 기반 응답신호 프레임을 표시하기 위한 값으로 코딩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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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FS를 IFS(Interframe Space)로 하여 점유한 매체를 통해 상기 경쟁 기반 응답신호 프레임을 임의의 단말 또는 AP에 전

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CSMA/CA 기반 무선 랜 시스템에서 단말의 매체 접근 방법.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경쟁 기반 요청신호 프레임은,

경쟁 기반 요청신호만을 포함하는 프레임이거나, 경쟁 기반 요청신호와 데이터를 포함하는 프레임 중 하나인 CSMA/CA

기반 무선 랜 시스템에서 단말의 매체 접근 방법.

청구항 10.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경쟁 기반 응답신호 프레임은,

경쟁 기반 응답신호만을 포함하는 프레임이거나, 경쟁 기반 응답신호 및 데이터를 포함하는 프레임 중 하나인 CSMA/CA

기반 무선 랜 시스템에서 단말의 매체 접근 방법.

청구항 11.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CSMA/CA 기반 무선 랜 시스템의 매체 접근 제어 방법은,

단말이 상기 경쟁 기반 요청신호 프레임을 전송 후 SIFS 기간이 지나도록 프레임의 목적지 단말로부터 경쟁 기반 응답신

호 프레임을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 전송 실패로 간주하고 DCF에 정의되어 있는 익스포넨셜 랜덤 백오프 절차에 따라 컨

텐션 윈도우(Contention Window:CW)를 증가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CSMA/CA 기반 무선 랜 시스템에서 단말의 매

체 접근 방법.

청구항 12.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CSMA/CA 기반 무선 랜 시스템의 매체 접근 제어 방법은,

단말이 상기 경쟁 기반 응답신호 프레임을 전송한 후 SIFS 기간이 지나도록 프레임의 목적지 단말로부터 경쟁 기반 응답

신호 프레임을 수신하지 못하면 전송 실패로 간주하고 경쟁 기반 요청-응답 절차를 종료하는 CSMA/CA 기반 무선 랜 시

스템에서 단말의 매체 접근 방법.

청구항 13.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CSMA/CA 기반 무선 랜 시스템의 매체 접근 제어 방법에서 상기 경쟁 기반 요청신호를 전송하는 단말은,

CSMA/CA 기반 무선 랜 시스템에서 AP를 제외한 모든 단말중의 하나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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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경쟁 기반 응답신호를 전송하는 단말은 AP를 포함한 모든 단말중의 하나인 CSMA/CA 기반 무선 랜 시스템에서 단말

의 매체 접근 방법.

청구항 14.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코딩하는 단계에서,

프레임 제어 필드의 서브타입 필드의 값을 임의의 값으로 코딩하여 해당 프레임이 경쟁 기반 요청신호 프레임 또는 경쟁

기반 응답신호 프레임인지를 나타내는 CSMA/CA 기반 무선 랜 시스템에서 단말의 매체 접근 방법.

청구항 15.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와, 상기 메모리에 결합되어 상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되,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프로그램에 의해,

경쟁 기반 요청신호 프레임을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프레임의 프레임 제어 필드에 해당 프레임이 경쟁 기반 요청신

호 프레임을 표시하기 위한 값으로 코딩하는 단계와,

DIFS를 IFS(Interframe Space)로 이용한 CSMA/CA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전송 경쟁에서 점유한 매체를 통해 상기 경쟁

기반 요청신호 프레임을 임의의 단말 또는 AP에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임의의 단말 또는 AP로부터 임의의 프레임이 수신되는 경우, 수신된 프레임의 프레임 제어 필드를 분석하는 단계와,

분석결과에 따라 해당 프레임을 전송한 단말 또는 AP에 경쟁 기반 응답신호 프레임을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프레임

의 프레임 제어 필드에 해당 프레임이 경쟁 기반 응답신호 프레임을 표시하기 위한 값으로 코딩하는 단계와,

SIFS를 IFS(Interframe Space)로 하여 점유한 매체를 통해 상기 경쟁 기반 응답신호 프레임을 임의의 단말 또는 AP에 전

송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CSMA/CA 기반 무선 랜 시스템의 단말.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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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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