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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주파수 도약방식의 멀티밴드 초광대역 통신방법

요약

본 발명은 주파수 도약방식의 멀티밴드 초광대역 통신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주파수 도약방식의 멀티밴드 초광대역 통신방법은 특정한 PNC 시퀀스를 갖는 피코넷에 소정의 방식을 통

해 결합한 디바이스가 상기 피코넷의 PNC에 CTA할당을 요청하고 상기 PNC로부터 CTA를 할당받아 상기 할당받은 CTA

에 PNC 시퀀스 순서로 도약하며 데이터를 전송한다.

본 발명은 주파수 도약방식의 멀티밴드 초광대역 통신방법을 위한 MAC 레이어에서의 매커니즘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주

파수 도약방식의 멀티밴드 초광대역 통신방법을 가능하게 한다.

대표도

도 8

색인어

초광대역, UWB, 주파수 도약, 피코넷, 802.15.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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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하나의 피코넷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들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2는 멀티밴드 UWB 통신 시스템의 주파수 영역에서의 신호의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3은 주파수 도약 방식을 이용하는 멀티밴드 UWB 통신을 하는 피코넷들 간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파수 도약 시

퀀스들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하나의 피코넷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디바이스들의 주파수 도약 시퀀스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5a와 5b는 특정한 PNC 시퀀스를 갖는 피코넷에 디바이스가 결합하기 전후의 상황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디바이스가 PNC에 결합요청명령을 위해 전송하기 위하여 만든 프레임의 구조를 보여

주는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PNC의 PNC 정보명령 프레임에 새로운 디바이스가 피코넷에 결합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만든 디바이스 정보 필드의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디바이스가 피코넷에 결합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도 9는 디바이스1이 디바이스2에 데이터 전송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도 10은 IEEE 802.15.3 표준의 수퍼 프레임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멀티밴드 초광대역(Ultra Wide Band; 이하, UWB라 함)통신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매체접근제어(Medium

Access Control; 이하, MAC이라 함) 매커니즘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주파수 도약 방식의 멀티밴드 UWB 통

신에 적합한 피코넷(Piconet)의 생성, 새로운 디바이스의 결합(Association), 및 통신에 관한 것이다.

최근 통신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 급변하는 통신 기술과 함께 최근에 애드 혹 통신방법이나 이른바 유비쿼터스 네

트워크에 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애드 혹 또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환경에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무선개

인영역네트워크(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이하, WPAN이라 함)에 관한 기술이다. WPAN 상에서의 통신에 있

어서, IEEE 802.15.3 표준에서 정의하는 피코넷(Piconet) 내에서의 모든 장치는 피코넷코디네이터(Piconet Coordinator;

이하, PNC라고 함)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서 무선 전송 매체(Wireless Medium; WM)에 접근할 수 있다. 즉, 하나의

피코넷은 PNC와 최소한 하나 이상의 디바이스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PNC와 디바이스, 또는 디바이스들 간에는 애드 혹

방식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

현재 WPAN 환경의 물리층(Physical Layer; PHY) 부분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UWB이다. 초창기의

UWB 기술은 주로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미국에서는 1994년 이후 군사보안이 해제됨으로 일부 벤처 회사와

연구소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2002년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에서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였으며, 현재 IEEE 802.15 WG(Working Group)에서 표준화가 진행중이다.

UWB는 별도의 주파수 자원의 확보없이 기존의 무선통신 서비스와 공존할 수 있고, 적은 전력으로 고속의 통신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다. 이는 UWB 통신시스템이 매우 짧은 펄스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UWB 신호를 주파수 영역에서 관

찰하면 대역폭이 수 GHz 정도로 무척 넓기 때문에 UWB 신호는 주파수영역에서 잡음레벨 이하로 검출되므로 다른 기기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UWB는 펄스의 duty cycle이 매우 작기 때문에 전

송 속도가 매우 높고 다중접속이 가능하며 다중 경로에 의한 간섭 영향을 억제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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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UWB 기술에 대한 논의는 싱글밴드와 멀티밴드 방식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최근의 경향은 멀티밴드 방식에 대한 연

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멀티밴드 UWB 시스템은 초창기의 싱글밴드와 달리 반송파(Carrier)를 포함한 UWB 신호를 사용

하고 있고 반송파를 포함하는 종전의 통신 시스템에 관한 기술을 상당부분 적용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멀티밴드

UWB 시스템은 싱글밴드에 비해 적은 대역폭을 갖는 소자들로 구성할 수 있고 주파수 도약방식을 이용하므로 싱글밴드의

경우보다 주파수 영역에서 신호가 평탄한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현재의 IEEE 802.15.3 표준은 멀티밴드 UWB 통신을 위한 매커니즘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WPAN환경에

서 멀티밴드 UWB 통신을 위한 통신방법이 필요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필요성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서, 멀티밴드 UWB 통신을 위하여 MAC층에서 필요한 매커니즘을 제공하

는 것을 그 기술적 과제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주파수 도약방식의 멀티밴드 초광대역 통신방법은 피코넷의 PNC에 소정의

PNC 시퀀스 순서로 주파수 도약을 하며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간할당을 요청하는 (a) 단계와, 상기 PNC가 할당한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간에 대한 정보를 상기 PNC 시퀀스로 주파수 도약을 하며 수신하는 (b) 단계, 및 상기 수신한 PNC가 할당

한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간에 대한 정보에 따라 소정의 디바이스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c) 단계를 포함한다.

한편, 상기 피코넷에 소정의 방식을 통해 결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는데, 결합단계는 사용가능한 채널들을 스캔하

여 결정하는 (aa) 단계와, 상기 스캔한 채널들 중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는 상기 PNC로부터 상기 PNC 시퀀스에 대한

정보를 얻는 (bb) 단계와, 상기 PNC에 상기 스캔된 사용가능한 채널정보를 포함한 결합요청을 하는 (cc) 단계, 및 상기

PNC로부터 결합을 허용하는 결합응답을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aa) 단계는 사용가능한 채널을 스캔하여 결정

할 때 채널환경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bb) 단계는 스캔한 특정 채널로부터 상기 PNC가 전송하는

상기 PNC 시퀀스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PNC 시퀀스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PNC 시퀀스 정보는 상기

PNC 시퀀스를 대표하는 PNC 시퀀스 번호이거나, 상기 PNC 시퀀스에 따른 채널 번호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일 수 있다.

상기 (cc) 단계에서 상기 스캔된 사용가능한 채널정보를 포함한 결합요청을 상기 PNC 시퀀스에 따라 주파수 도약하며 상

기 PNC에 전송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주파수 도약방식의 멀티밴드 초광대역 통신방법은 상기 피코넷을 구성하는 멤버 디바이스들의 사용

가능한 채널들에 관한 정보를 상기 PNC로부터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이 때, 상기 (c) 단계는 상기 사용가능

한 채널과 상기 디바이스가 사용가능한 채널과의 공통되는 채널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상기 디바이스에 전송하며, 상기 디

바이스에 데이터를 전송할 때 상기 PNC 시퀀스에 따라 주파수도약하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이 바람직하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하나의 피코넷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들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IEEE 802.15.3의 표준에서 피코넷은 하나의 PNC를 공유하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지역적으로 결합된 디바이스들의 모임

을 말한다. 여기서 PNC란 디바이스 기능과 조정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 밖에 QoS(Quality of Service), 동기화, 및 결합

서비스 기능을 갖고 있는 구성요소를 말한다. PNC는 피코넷을 위한 기본 타이밍을 위해 비콘을 제공한다. 또한 PNC는

QoS, 전력 절감, 및 피코넷에의 접근 제어를 관리한다. 표준의 피코넷은 사전 계획없이 필요할 때만 생성되므로 애드 혹 네

트워크로 불리기도 한다.

도 2는 멀티밴드 UWB 통신 시스템의 주파수 영역에서의 신호의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현재 논의 중인 멀티밴드 UWB는 대략 수 내지 십수개의 서브밴드를 갖는다. 도 2에서와 같이 15개 정도의 서브밴드를 가

질 수 있고, 이 중 하나 또는 일부는 UWB 시스템 이외의 다른 가전기기들, 예를 들면 802.11a 표준의 무선랜 장치와의 충

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유보될 수도 있다. 도 2의 UWB 신호를 위한 주파수 영역은 0 내지 6의 7개의 저주파영역의 서브밴

드를 갖는 그룹과 8 내지 14의 고주파영역의 서브밴드를 갖는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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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주파수 도약 방식을 이용하는 멀티밴드 UWB 통신을 하는 피코넷들 간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파수 도약 시

퀀스들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멀티밴드 UWB 통신은 주파수 특성의 평탄화 및 페이딩의 영향 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파수 도약을 한다. 주파수 도약

시퀀스는 도 3의 피코넷1 내지 피코넷3과 같이 다양하게 정할 수 있다. 한편, 저주파영역의 서브밴드 그룹과 고주파영역의

서브밴드 그룹은 편의상 도 3과 같이 같은 시퀀스로 주파수 도약을 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하기도 한다. 피코넷을 구성하기

위하여 PNC는 채널스캔을 하는데 채널의 상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채널을 결정한다. 본 발명에서 채널이란 각각의 서

브밴드를 의미한다. 채널의 상태가 좋다면 피코넷1과 같이 모든 채널을 사용할 수 있으나 채널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는 피코넷2 또는 피코넷3과 같이 일부의 채널들만을 사용할 수 있다. 채널상태가 좋고 나쁨은 해당 채널에 존재하는 노이

즈의 레벨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4GHz 대역의 무선랜이 사용되는 곳에서는 2.4GHz 대역의 채널은 사용하

지 않을 수 있다. 한편, 하나의 피코넷이 사용할 수 있는 채널들이 결정됐으면 PNC는 채널 상태에 따라 적절한 PNC 시퀀

스를 선택한다. 본 발명에서 PNC 시퀀스란 피코넷에서 사용하는 채널들의 주파수 도약순서를 의미한다. 한편, 상기 설명

에서 피코넷이 사용하는 채널들이란 PNC가 사용하는 채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코넷을 구성하는 디바이스들 중 일

부 또는 전부는 PNC가 사용하지 않는 채널들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피코넷2는 0, 1, 2, 3, 4, 6의 채널을 사용하나

피코넷2의 어느 한 디바이스는 0, 1, 5, 6의 채널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도 4를 통해 후술한다. PNC

시퀀스를 결정할 때는 현재의 피코넷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피코넷이 있는 경우에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 3의 경우

와 같이 같은 칩에는 다른 채널을 사용하도록 PNC 시퀀스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피코넷이 사용하는 채널을

통해 비콘 등의 중요한 데이터가 전송되므로 피코넷이 사용하는 채널을 결정할 때는 결합하는 디바이스들이 모두 사용가

능한 채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실제로 피코넷을 구성하는 멤버들의 거리는 약 10m 미만이므로 실제 서로

사용가능한 채널은 비슷하게 될 것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하나의 피코넷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디바이스들의 주파수 도약 시퀀스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하나의 피코넷을 결정하는 PNC 시퀀스는 하나이다. 도 4의 경우에 PNC 시퀀스는 0, 1, 2, 3, 4, 5, 6, 0', 1', 2', 3', 4', 5',

6'이고, 피코넷을 구성하는 3개의 디바이스은 모두 상기 시퀀스를 따른다. 디바이스1의 경우에 모든 채널을 사용할 수 있

으나 디바이스2와 디바이스3는 일부 채널만을 사용할 수 있다. 즉, 디바이스2는 0, 1, 4, 5, 1', 2', 3', 4', 5', 6'의 채널을

사용하고 있고, 디바이스3는 0, 1, 2, 3, 5, 6, 1', 2', 3', 4'의 채널을 사용한다. PNC 또는 각 디바이스들이 사용할 수 있는

채널은 채널 환경에 따라 정해진다. 즉, 주변에 전자 레인지나 무선랜 시스템과 같은 다른 장치와 가까이 있는 디바이스는

해당 장치들과의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일부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도 4에서 음영이 있는 채널 5 는 콘트롤채널을 의미한다. 본 발명에서 콘트롤 채널이란 PNC가 피코넷의 멤버인 디

바이스들과 피코넷에 결합하려는 디바이스에게 콘트롤 신호를 보내기 위한 채널로서, 피코넷이 생길 때 PNC가 스캔한 채

널들 중에 한 채널, 예컨대 가장 좋은 채널(노이즈가 가장 적은 채널)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콘트롤 신호의 대표적인 것은

PNC 시퀀스를 알려주는 프레임(미 도시됨)이다. PNC 시퀀스를 알려주는 프레임은 헤더와 바디를 가진 프레임 구조를 가

지며, 바디에는 PNC 시퀀스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다. PNC 시퀀스에 대한 정보는 각 채널의 순서를 포함하도록 바디에 표

현할 수 있으나, 특정 PNC 시퀀스들을 대표하는 시퀀스넘버를 바디에 표현할 수도 있다. 즉,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 도 3의

피코넷1의 PNC 시퀀스는 1번으로 대표되고 피코넷2의 PNC 시퀀스는 2번으로 대표되며 피코넷3의 PNC 시퀀스가 3으

로 대표되었다고 가정하면, 도 4의 피코넷에 있어 PNC 시퀀스를 알려주는 프레임의 바디에는 1을 기록하면 된다. 이러한

PNC 시퀀스는 비콘에 실어 디바이스들에게 알려주도록 구현할 수 있으나, PNC 시퀀스에 대한 정보를 실은 별도의 프레

임을 콘트롤 채널을 통해 주기적으로 브로드캐스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피코넷에 결합하려는 디바이스는 콘트롤 채

널을 통해 결합하려고 하는 피코넷의 주파수 도약 패턴을 알 수 있게 된다.

도 5a와 5b는 특정한 PNC 시퀀스를 갖는 피코넷에 디바이스가 결합하기 전후의 상황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5a에서 피코넷을 구성하고 있는 PNC와 디바이스1은 모두 1, 2, 3, 5, 6, 7채널을 사용하고 있다. 이 때 채널 1, 3, 4, 5,

6, 7, 8, 9, 10을 사용하는 디바이스 2가 디바이스1와 데이터 송수신을 하기 위하여 피코넷에 결합(Association)하려고 한

다. 소정의 결합과정을 통해 디바이스2는 피코넷과 결합하였고 결합한 모습은 도 5b에 도시된다. 디바이스2는 디바이스1

과 데이터 송수신을 할 때 디바이스1과 공통인 채널 1, 3, 5, 6, 7을 사용하여 데이터 송수신을 한다. 채널 1, 3, 5, 6, 7을

사용한다는 것은 채널 1, 3, 5, 6, 7을 사용하여 임의의 한 시퀀스로 주파수 도약을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으나, PNC

시퀀스에 따라 주파수 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PNC 시퀀스가 1, 2, 3, 5, 7, 6인 경우라면 디바이스1과 디바

이스2 중 어느 한 디바이스는 채널1로 UWB 신호를 송신하고 채널2의 신호를 전송할 칩에서는 쉬고 3, 5, 7, 6의 채널 순

서로 UWB 신호를 전송하고 다른 한 디바이스는 해당 주파수 도약 시퀀스에 맞추어 신호를 수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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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 5a 및 도 5b에서 PNC와 디바이스1이 사용하는 채널은 같은 것으로 하였으나 디바이스1은 PNC가 사용하는 채

널 중 일부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고 PNC가 사용하지 않는 채널 중 일부를 더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디바이스1은

채널 1, 3, 4, 5, 6, 7을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디바이스2와 통신할 때는 양자의 공통채널인 채널 1, 3, 4, 5, 6, 7을 사

용하여 주파수 도약을 하면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 이 때의 서로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주파수 도약 시퀀스는 PNC

시퀀스인 것이 바람직하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디바이스가 PNC에 결합요청명령을 위해 전송하기 위하여 만든 프레임의 구조를 보여

주는 도면이다.

결합요청 프레임은 맨 우측부터 프레임의 타입을 보여주는 명령타입 필드(Command type) 2 옥텟(1옥텟은 8비트임)과,

이 후의 길이를 나타내는 길이 필드(Length) 2옥텟과, 결합요청을 원하는 디바이스의 주소를 나타내는 디바이스 주소 필

드(DEV address) 8옥텟과, 전체 능력 필드(Overall capabilities) 7옥텟과, 결합 종료시간 주기(ATP; Association

Timeout Period) 필드 2옥텟과, 디바이스 유용성 필드(DEV utility) 1옥텟, 및 사용가능 채널 필드(Channel capabilities)

2옥텟으로 구성된다. 명령타입 필드는 명령 프레임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결합 요청 프레임의 경우에 현재 논의 중

인 IEEE 802.15.3 표준은 0x0000 프레임을 사용한다. 길이 필드의 경우에 표준의 경우에 18 옥텟의 길이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 발명에서는 사용가능 채널 필드의 길이 2옥텟을 포함하여 20으로 기록한다. 디바이스 어드레스는 64비트

를 사용한다. 전체 능력 필드는 PNC 능력을 위한 4옥텟과 디바이스 능력을 위한3옥텟을 가지며, 전자의 경우에는 PNC의

능력, 예를 들면 최대 결합 디바이스의 숫자, 최대 전송 전력 등을 기록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멀티캐스트 또는 하나의 소스

로부터 수신가능한지 여부를 나타내는 필드들이나 바람직한 프레그먼트 크기를 나타내는 필드 등을 기록한다. 한편, 결합

종료시간 주기는 PNC와 디바이스 사이의 통신이 없는 상태에서 유지될 결합관계를 나타내는 시간을 밀리초 단위로 나타

낸 것을 말한다. 디바이스 유용성 필드는 PNC가 피코넷 서비스 명령을 보낼 것을 디바이스가 요청하는지를 나타내기 위한

필드나 이웃 PNC에 지정되는지 여부를 나타내기 위한 필드 등을 포함한다. 한편, 사용가능 채널 필드는 사용가능 채널을

나타내는데 이용된다. 예를 들면, 상술한 15개의 채널을 가지는 UWB 시스템에서는 b0 내지 b14는 각각의 채널을 의미한

다. 만일 채널 0, 1, 2, 4, 9, 10을 사용하는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b0, b1, b2, b4, b9, b10는 1로 하고 그 외의 비트는 0으

로 설정하여 사용가능한 채널을 표시할 수 있다. 결합요청에 따른 결합확인 프레임은 IEEE 802.15.3 표준에 나온 결합확

인 프레임을 이용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PNC의 PNC 정보명령 프레임에 새로운 디바이스가 피코넷에 결합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만든 디바이스 정보 필드의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디바이스 정보필드는 새로 결합된 디바이스의 주소(DEV address)를 나타내는 8옥텟과, 새로 결합된 디바이스에게 부여

되는 디바이스 아이디(DEVID) 1옥텟과, 보안상태 여부를 의미하는 멤버십의 상태 등을 나타내기 위한 디바이스 정보 유

용성 필드(DEV info utility) 1옥텟과, 전체적 능력 필드(Overall capabilities) 7옥텟과, 결합 종료시간 주기 필드(ATP) 2

옥텟과 싱크로너스 전력 절감 형태 요청 명령을 통해 디바이스가 PNC에게 전달한 값을 나타내는 시스템 웨이크 비콘 간격

필드(System wake Beacon Interval) 1옥텟, 및 사용가능한 채널을 표시하는 사용가능 채널 필드(Channel capabilities)

2옥텟으로 구성된다. PNC 정보명령 프레임을 수신한 피코넷에 속하는 디바이스들은 새로 결합되는 디바이스가 사용할 수

있는 채널이 어떤 채널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코넷에 속하는 디바이스들은 다른 디바이스들이 사

용할 수 있는 채널에 대한 정보를 갖는다.

한편, PNC는 정보명령을 주기적으로 브로드캐스팅하는데, 이 때 정보명령에는 모든 디바이스들의 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

서, 새로 결합한 디바이스를 포함한 모든 디바이스들은 PNC가 브로드캐스팅하는 정보명령을 통해서 다른 디바이스들의

사용가능 채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상기 도 6 내지 도 7에서 사용가능 채널 필드는 채널의 수에 따라 그 길이를 달리한다. 예를 들면 64개의 채널로 구성된

UWB 통신 시스템이라면 채널 필드는 최소한 64비트, 즉 8옥텟의 길이를 갖고 있어야 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디바이스가 피코넷에 결합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피코넷에 결합하려는 디바이스는 채널 스캔을 한다. 채널 스캔을 통해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상태의 채널, 예를 들면

1, 2, 3, 6, 7을 결정한다. 그리고 나서 채널3을 콘트롤 채널로 사용하는 피코넷의 PNC로부터 채널 시퀀스를 얻는다. 만일

스캔된 1, 2, 3, 6, 7이외의 채널을 콘트롤 채널로 사용하는 피코넷인 경우라면 디바이스는 PNC 시퀀스를 찾을 수 있고 결

합할 수 없게 된다. PNC 시퀀스를 찾은 디바이스는 해당 PNC 시퀀스에 따라 PNC에 결합요청을 한다. 예를 들면 PNC 시

퀀스가 1, 2, 4, 6인 경우에 디바이스는 사용가능한 채널 1, 2, 3, 6, 7 중에서 콘트롤 채널을 제외한 1, 2, 6의 순서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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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요청 프레임을 PNC에 전송하면 된다. 디바이스로부터 결합요청을 받은 PNC는 결합허용 여부를 판단한다. 즉, 최대

결합허용 디바이스의 수가 넘은 경우와 같이 결합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합을 허용하지 않고 결합을 허용할 수 있

는 경우라면 결합을 허용한다. 결합을 허용할 때 PNC는 디바이스에 결합응답을 한다. 그리고 나서, 새로 결합한 디바이스

에 대한 정보를 피코넷 멤버들인 다른 디바이스들에게 브로드캐스팅하여 알린다. 이를 통해 피코넷 멤버인 디바이스들은

새로 결합한 디바이스가 사용할 수 있는 채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도 9는 디바이스1이 디바이스2에 데이터 전송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먼저 디바이스1은 디바이스2에 데이터 전송을 위하여 PNC에 CTA(Channel Time Allocation)을 요청한다(S10). CTA할

당 요청에 따라 PNC가 디바이스1이 디바이스2에 데이터를 전송할 시간을 할당하고 CTA 할당 정보를 실어 브로드캐스팅

한 비콘을 디바이스1이 수신한다(S20). 비콘으로부터 CTA 할당 정보를 얻은 디바이스1은 디바이스2와 공통되는 채널로

할당받은 CTA에 데이터를 전송한다.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PNC 시퀀스에 따라 주파수 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PNC 시퀀스가 123456일 때 디바이스1과 디바이스2가 공통되는 채널이 12356이라고 가정할 때, 데이터 전송은 1번, 2

번, 3번 채널 순서로 주파수 도약하며 UWB 신호를 전송하고, 4번 채널의 칩은 쉬고 5번, 및 6번 채널 순서로 주파수 도약

하며 UWB 신호를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10은 IEEE 802.15.3 표준의 수퍼 프레임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수퍼 프레임은 비콘과 비콘 사이의 프레임으로서 비콘과, 경쟁 접속 구간(Contention Access Period; 이하, "CAP"이라

함)과, CTA, 및 MCTA(Management Channel Time Allocation)를 포함할 수 있다. 비콘은 CAT 또는 MCTA와 같은 시

간할당과 피코넷을 위한 관리정보를 통신하는데 사용된다. CAP은 명령어들, 비동기적 데이터(Asynchronous Data) 통신

을 위하여 사용된다. CTA는 명령어들, 등시적 스트림(Isochronous Stream), 또는 비동기적 데이터 통신을 위하여 사용된

다. 한편, MCTA는 CTA의 일종으로서 디바이스들과 PNC 사이의 통신을 위해 사용된다. 통상적으로 디바이스1이 디바이

스2에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CAP 구간에서 PNC에 CTA 할당을 요청한다. CTA 할당을 요청받은 PNC는 적당한 CTA를

할당하고 CTA를 할당했다는 정보를 비콘에 실어 브로드캐스팅한다. 비콘을 수신한 디바이스1은 할당받은 CTA에 데이터

를 디바이스2에 전송한다.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두 디바이스가 모두 사용가능한 채널을 주파수 도약하면서 사용하는 것

이 바람직하며, 주파수 도약 시퀀스는 PNC 시퀀스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

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상기 상세한 설명보다는 후술하는 특허청구의 범

위에 의하여 나타내어지며, 특허청구의 범위의 의미 및 범위 그리고 그 균등 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변경 또는 변형

된 형태가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주파수 도약방식의 멀티밴드 UWB 통신을 위한 구체적인 매커니즘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멀티밴드

UWB 통신을 위한 구체적인 매커니즘이 없었던 기존의 IEEE 802.15.3 표준을 최대한 살리면서 멀티밴드 UWB 통신을 위

하여 필요한 만큼 일부 수정하였으므로, 기존의 표준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멀티밴드 UWB 통신이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 디바이스가 피코넷을 구성하는 멤버 디바이스들의 사용가능한 채널들에 관한 정보를 상기 피코넷의 PNC로부터 수신

하는 (a) 단계;

상기 제1 디바이스가 상기 PNC에 대하여 콘트롤 채널을 통하여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간할당을 요청하는 (b) 단계;

상기 제1 디바이스가 상기 PNC가 할당한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간에 대한 정보를 상기 콘트롤 채널을 통하여 상기 PNC

로부터 수신하는 (c)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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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디바이스가 상기 (c) 단계에서 상기 PNC로부터 수신한 정보에 따라 상기 제1 디바이스가 사용가능한 채널과 제

2 디바이스가 사용가능한 채널과의 공통되는 채널을 사용하여 상기 제2 디바이스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d) 단계를 포함하

는 주파수 도약방식의 멀티밴드 초광대역 통신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상기 제1 디바이스가 상기 피코넷에 소정의 방식을 통해 결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데,

상기 결합하는 단계는,

상기 제1 디바이스가, 사용가능한 채널들을 스캔하여 결정하는 (aa) 단계;

상기 스캔한 채널들 중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는 상기 PNC로부터 상기 제1 디바이스가 PNC 시퀀스에 대한 정보를

얻는 (bb) 단계;

상기 제1 디바이스가 상기 PNC에 상기 스캔된 사용가능한 채널정보를 포함한 결합요청을 하는 (cc) 단계; 및

상기 제1 디바이스가 상기 PNC로부터 결합을 허용하는 결합응답을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도약방식의 멀티밴드 초광대역 통신방법.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aa) 단계는 사용가능한 채널을 스캔하여 결정할 때 채널환경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도약방식의 멀티밴드 초광대역 통신방법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bb) 단계는 스캔한 특정 채널로부터 상기 PNC가 전송하는 상기 PNC 시퀀스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

여 상기 PNC 시퀀스를 찾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도약방식의 멀티밴드 초광대역 통신방법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PNC 시퀀스 정보는 상기 PNC 시퀀스를 대표하는 PNC 시퀀스 번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도약방식의 멀티밴드 초광대역 통신방법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PNC 시퀀스 정보는 상기 PNC 시퀀스에 따른 채널 번호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

파수 도약방식의 멀티밴드 초광대역 통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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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2항에 있어서, 상기 (cc) 단계에서 상기 스캔된 사용가능한 채널정보를 포함한 결합요청을 상기 PNC 시퀀스에 따라 주

파수 도약하며 상기 PNC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도약방식의 멀티밴드 초광대역 통신방법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디바이스가 상기 제2 디바이스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소정의 PNC 시퀀스에 따라 주파수도약하

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도약방식의 멀티밴드 초광대역 통신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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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a

도면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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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도면8

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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