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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발명의 명칭 무선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 및 장치

(57) 요 약
무선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 및 장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다중 홉 무선 네트
워크 내의 소스 노드(source node)가 복수의 목적 노드(destination node)로 동일한 데이터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은 (a) 상기 복수의 목적 노드로 시간 동기화를 위한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b) 상기 목적 노드가 중계
노드로 동작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함수를 상기 목적 노드로 전송하는 단계 및 (c) 상기 목적 노드로 데이
터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함수는 데이터 전송 환경별로 존재하는 복수의 함수 중 현재의 데
이터 전송 환경에 따라서 결정되며, 상기 목적 노드는 상기 함수를 이용하여 중계 노드로 동작할지 여부를 스스
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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