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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 1 유닛과 제 2 유닛 사이의 팩킷-기반 무선 전송을 위한 방법이 개시되었다. 상기 방법은 다음의 단계를 위한 유닛

을 포함한다: a)상기 유닛들 사이의 전송을 위해 적절한 팩킷을 생성하는 단계; b)무선 채널 상에서 활성 기간 도중 연

속으로 상기 팩킷을 전송하는 단계, 여기서, 상기 연속적인 활성 기간은 미리 정해진 기간의 타임 슬롯의 수만큼 떨어

져 있다. c)상기 활성 기간 사이의 타임 슬롯에서 저전력 모드를 수행하는 단계; 그리고 d)상기 채널의 상태에 의존해,

상기 활성 기간 및 상기 저전력 모드 중 적어도 하나에서 동작의 기간을 설정하는 단계.

대표도

도 5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무선 통신 장치와 이를 작동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 상세하게는, 팩킷 전송이 하나의 무선 유닛으로부

터 또 다른 무선 유닛으로 송신되는 무선 통신 장치 및 이를 작동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통신 유닛 

및 그러한 장치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제품에 관한 것이다.

적어도 일시적으로 공유된 리소스 네트워크로 연결시키는데 사용되는 라디오 유닛 및 연결에 근거한 무선 통신 시스

템은 알려져 있다. 이 일반적인 형태의 하나의 현재 사용되는 구현은 쇼트-레인지(short-range), 주파수 합핑(fre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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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y-hopping) 네트워크의 형태이고, 이 기술 분야에서 블루투스 통신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장치는 블루투스 표준에

의해 제어되고, 블루투스 통신에서의 적합성에 대한 완전한 규격은 현재 블루투스 표준 및 관련 정보와 함께 블루투

스 특별 이익 단체(SIG)를 통해 알 수 있고, 그 단체의 웹 사이트는 'www.bluetooth.com'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규격

을 통해 블루투스가 블루투스 SIG의 상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배경기술

블루투스 통신의 유용한 논의는, 제니퍼 브레이와 찰스 에프. 스터먼을 저자로, ISBN 0-13-089840-6 번호로 프렌

티스 홀에 의해 출판된 '블루투스, 선이 없는 연결'이란 교과서 형태에서 보여진다.

더 종래의 기술은, 예를 들어, 이 분야의 기술의 현 기술의 몇몇 특징 또한 논의되고 있는 미국 특허 공보 2001/0010

689A1 및 2001/0006512A1에서 보여진다.

독자는 일반 블루투스 배경 정보를 위해, 또한 예를 들어, 이하에서 사용되고 따로 정의되지 않는 기술 용어의 설명를

위해 위에 언급된 소스를 참조해야 한다.

회사의 네트워크에서, 모바일 사용자에 대한 음성 연결성을 제공하는 것은 흔히, DECT 시스템의 경우처럼, 전용 접

근 포인트 및 터미널을 가진 별도의 하부구조를 필요로 한다. 다양한 터미널에 블루투스(BT) 송수신기를 대량 배치함

으로서, 회사 음성 서비스를 위해 BT 가능 이동 전화 혹은 PDA들을 재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 둘 다에 대해 동일한 블루투스 접근 포인트가 사용될 수 있다.

블루투스 네트워크 안의 각각의 접근 포인트는, 예를 들어 이동 통신 핸드셋과 같이, 하나 이상의 모바일 터미널을 가

진 블루투스 피코네트를 형성한다. 블루투스에 대해 대두되는 애플리케이션은, 회사 네트워크/인트라넷에서뿐만 아

니라 인터넷 상으로 배치되는 데이터나 오디오/비디오 트래픽과 같은 다른 형태의 IP 트래픽뿐 아니라, 인터넷 프로

토콜(VoIP) 상으로 음성을 전송하는 것이다. VoIP의 주 장점은 데이터에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현존하는 네트워크 하

부 구조의 음성 트래픽의 사용이다.

블루투스 표준에서, 음성 통신은, 두 개의 블루투스 디바이스 사이의 어떠한 링크 상부에 만들어질 수 있는 'SCO'(동

기 연결 지향)이라 명명된 전용 채널을 사용한다. 그리고, 그러한 배열은 특히 도 2를 참조로 도시되었다. 이 방식에 

따르면, 64kbps 음성 채널 상의 완전 듀플렉스 통신을 위한 각각 여섯 개 중 두 개의 베이스 밴드 슬롯이 예비되어 있

다. 이 음성 링크는, 예를 들어, 모바일 터미널 (MT)과 접근 포인트(AP) 사이에 만들어 질 수 있다. 많은 핸드셋(혹은 

다른 터미널)이 동일한 접근 지점에 첨부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가능한 제한된 대역폭(피코넷 당 1Mbps 그로스 총합

캐패시티) 및 일부 모바일 터미널(MT)의 저 예비 전력의 사용에 있어서 효율을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무런 데이터 트래픽이 송신되지 않았다면, 모바일 터미널은 두 개의 연속적인 SCO 팩킷 쌍 사이의 사용 

가능한 네 개의 슬롯 중에 저 전력 모드만을 사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음성은 단순 A-법칙 혹은 μ-법칙 PCM으로 

코딩되기 때문에, 두 개의 베이스밴드 슬롯은 음성 대화의 침묵 중에도 사용될 수 있다. 관리하기가 간편한 반면, 현재

SCO 배열이 대역폭 그리고/혹은 전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향상된 무선 통신 배열 및 이것을 작동하는 향상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더 나아간 

목적은, 팩킷 전송이 하나의 무선 유닛으로부터 또 다른 무선 유닛으로 송신되는, 무선 통신 배열 및 이를 작동하는 방

법에 향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특별한 목적은 첨단의 기술에 대해 그러한 배열 및 방법에 전력을 절약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또한 그러한 배열 및 방 법에 사용되는 향상된 통신 유닛 및 소프트웨어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제 1 유닛 및 제 2 유닛 사이의 팩킷 기반 무선 전송을 위한 방법으로서. 상기 방법은,

a)상기 유닛들 사이의 전송에 적절한 팩킷을 생성하는 단계와,

b)무선 채널 상에서, 연속적인 활성 기간이 미리 정해진 기간의 타임 슬롯의 수만큼 떨어져 있는, 상기 활성 기간 동안

연속으로 상기 팩킷들을 전송하는 단계와,

c)상기 활성 기간 사이의 타임 슬롯에서 저 전력 모드를 수행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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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상기 채널의 상태에 의존해 상기 활성 기간 및 상기 저 전력 모드 중 적어도 하나에서 동작의 기간을 설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팩킷 기반 무선 전송 방법.

상기 방법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채널 비트 에러율(BER)의 예측, 에러율의 다른 등가의 예측, 혹은 BER과 연관되거나

그로부터 도출된 전송의 특성에 따라 상기 상태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방법은, 예를 들어, 타임아웃의 이벤트의 수로부터, 팩킷 재전송 율로부터, 또는 수신된 신호 강도(RSSI)측정치

로부터 상기 비트 에러율을 도출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방법은 상기 팩킷의 전송에 타임아웃을 적용하는 단계와 상기 활성 기간과 적어도 부분적으로 상기 타임아웃의 

기간에 종속하는 상기 저 전력 모드 중 적어도 하나를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방법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상기 팩킷을 전송하는데 걸린 시간의 길이에 종속하는 상기 타임아웃의 기간을 설정

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방법은 상기 활성 기간과 적어도 부분적으로 상기 팩킷의 생성 율에 종속한 상기 저 전력 모드 중 적어도 하나를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방법은 상기 유닛들 사이의 무선 채널 조건의 예측으로부터 상기 상태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방법은 상기 유닛을 마스터 유닛으로 그리고 다른 상기 유닛을 슬래이브 유닛으로 구성하는 단계와, 적어도 상

기 활성 기간의 수행을 상기 유닛 사이에 현존하는 대역폭 연결을 위해 교섭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방법은 상기 채널 조건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단계와 상기 활성 기간의 지속시간과 상기 상태 체크로부

터 이어지는 미리 정해진 환경 하에서의 플러시 타임아웃(flush timeout)을 재교섭하는 단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방

법은 상기 마스터 유닛이 약속된 상기 활성 기간 동안 상기 슬래이브 유닛을 폴링(polling)하게 만드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방법은 상기 슬래이브 유닛이 상기 활성 기간 도중 상기 타임슬롯의 소정의 횟수 동안에 폴링하려고 시

도하는 것을 감시하도록 구성하는, 그리고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상기 팩킷을 수신하는 경우, 미리정해진 리스닝 타임

아웃(listening timeout)을 감시하는 것을 계속하도록 구성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방법은 상기 슬래이브 

유닛이 상기 리스닝 타임아웃에 종속해 상기 채널 상에서 활성화하고, 채널 조건에 의존해 상기 리스닝 타임아웃이 

바뀌는 시간을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방법은 팩킷 전송이 소정의 환경 하에서 상기 활성 기간의 기간을 넘어 확장하게 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방법은 팩킷 재 전송의 허용된 횟수를 설정하는 단계와 상기 수가 설정된 레벨을 넘어서 채널 비트 에러율의 증

가에 대응해 상기 수를 증가시키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방법은 상기 팩킷을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논리 채널에 연관된 플러싱 타임아웃을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변경은 상기 활성 기간에서의 타임슬롯의 수에 의존한다.

상기 방법은 다음의 방법으로 상기 팩킷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a)실시간 비트 스트림을 하나 이상의 소정의 최대 길이의 페이로드(payload)로 변환하고, 미리 정의된 통신 프로토콜

에 따라 상기 팩킷을 생성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미리 정의된 헤더를 상기 페이로드에 적용하는 단계;

b)미리 정의된 헤더 압축 기술을 상기 각각의 인캡슐된(encapsulated) 팩킷에 적용하는 단계 및 상기 유닛들 사이의 

무선 연결에 걸쳐 각각의 상기 팩킷을 전송하도록 적응된 인캡슐 프로토콜의 프레임 안에서 상기 팩킷을 인캡슐하는 

단계. 여기서, 상기 프로토콜은 바람직하게 블루투스 프로토콜을 포함한다.

상기 방법은, 인터넷-상-음성 프로토콜(VoIP), 오디오 또는 비디오 스트림과 같은, 인터넷 프로토콜(IP) 트래픽을 포

함하는 상기 실시간 비트 스트림으로부터 상기 각 페이로드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방법은 블루투스 프로토콜 및 바람직하게 블루투스 SNIFF 모드를 포함하는 저 전력 모드에 따른 상기 유닛을 

작동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제 1 유닛 및 제 2 유닛 사이의 팩킷 기반 무선 전송을 실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제공한다. 여

기서, 상기 제품은 다음 단계를 위한 코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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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상기 유닛 사이에 전송에 적절한 팩킷을 생성하는 단계;

b)무선 채널 상에서 활성 기간동안 연속으로 상기 팩킷을 전송하는 단계, 여기서 상기 연속적인 활성 기간은 미리 정

해진 타임 슬롯의 타임 슬롯의 수만큼 떨어져 있다.

c)상기 활성 기간 사이의 타임 슬롯에서 저 전력 모드를 수행하는 단계; 그리고

d)상기 채널의 상태에 의존해 상기 활성 기간 및 상기 저 전력 모드 중 적어도 하나에서 작동의 기간을 설정하는 단계.

본 발명은 또한 거의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 2 유닛으로 통신하도록 적응된 제 1 유닛을 포함하는 팩킷 기반 무선 통신

배열을 제공한다. 여기서, 상기 제 1 유닛은 다음에 적응된다:

a)상기 유닛 사이의 전송에 적절한 팩킷을 생성하는 것;

b)무선 채널 상에서 활성 기간 도중 연속으로 상기 팩킷을 전송하는 것, 연속적인 상기 활성 기간은 미리 정해진 기간

의 타임 슬롯의 수만큼 떨어져 있다.

c)상기 활성 기간 사이의 타임 슬롯 안에서 저 전력 모드를 수행하는 것; 그리고

d)상기 활성 기간 및 상기 채널의 상태에 의존하는 상기 저 전력 모드 중 적 어도 하나에서 작동의 기간을 설정하는 

것.

상기 유닛은 블루투스 프로토콜에 따라 작동할 수 있고 상기 저 전력 모드는 바람직하게 블루투스 SNIFF 모드를 포

함한다.

본 발명은 또한 본 발명의 방법에 따라 작동하는 데 적응되고, 예를 들어, 블루투스 통신 네트워크와 같은 라디오 통신

네트워크의 마스터 유닛 및 슬래이브 유닛 중 적어도 하나로서 적어도 일시적으로 바람직하게 구성된 무선 통신 유닛

을 제공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블루투스 SCO 링크를 도시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양상들이 실현되는 통신 시스템의 개략적인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배열의 프로토콜 스택을 나타내는 개략도.

도 4는 도 2의 시스템에서의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VoIP) 연결에서 활성 기간의 개략적인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무선 전송의 하이 레벨 순서도;

도 6a는 헤더 압축 및 압축해제 체인의 개략적인 블록도;

도 6b는 압축 상태의 블록도; 그리고

도 6c는 디콤프레서 상태의 블록도.

실시예

본 발명은 이제 특정 실시예를 참조로 그리고 위에 언급된 도면을 참조로 설명될 것이다. 그러한 설명은 예시를 위한 

것이고 본 발명이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본 발명은 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참조로 설명될 것이지만 본 발

명이 이것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무선'이란 용어는 전송의 일부를 위한 고정된 유선 통신을 사용하지 않는 어떠한 통

신 시스템도 포함하도록 광범위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대안적인 무선 통신 시스템은 확산 적외선으로 동작하는 것과 

같은 광학 시스템을 포함한다. '무선'이란 용어가 또한 이른바 코드리스(cordless) 시스템을 포함한다는 점이 주지되

어야 한다. 코드리스 통신 시스템의 일반 양상은, 예컨대, 1997년 스프링거에서 출판된 더블유. 튜틀비가 쓴 '전세계 

코드리스 텔레코뮤니케이션'이란 책에서 예를 들어 설명되어 있다. 코드리스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국부적인, 통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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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제한된 범위를 가지는 라디오 통신 네트워크이다. 하지만, 본 발명의 모든 실시예들이 블루투스 TM 프로토콜

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주지되어야 한다. 블루투스 TM 에 따라 작동되는 네트워크는 통합되지 않은 셀률러(cellul

ar) 시스템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한 시스템의 특징은 다음 중의 하나 이상을 포함한다:

-스프래드 스펙트럼(spread spectrum) 기술로서 느린 주파수 합핑(hopping);

-마스터 유닛 및 마스터 유닛이 합핑 시퀀스를 설정할 수 있는 슬래이브 유닛;

-각각의 디바이스는 자신의 클락과 자신의 어드레스를 가진다;

-마스터 유닛의 합핑 시퀀스는 그 어드레스로부터 결정될 수 있다;

-하나의 마스터와 통신하는 슬래이브 유닛의 세트는 모두 동일한 (마스터의) 합핑 주파수를 가지고 피코넷을 형성한

다;

-피코넷은 스캐터넷(scatternet)을 형성하기 위해 공통 슬래이브 유닛을 통해 링크될 수 있다;

-슬래이브 유닛과 마스터 유닛 사이의 시 분할 멀티플렉스 전송(TDMA);

-슬래이브 유닛과 마스터 유닛 사이의 시 분할 듀플렉스(TDD) 전송;

-슬래이브 유닛과 마스터 유닛 사이의 전송은 동기 또는 비동기일 수 있다;

-마스터 유닛은 슬래이브 유닛이 전송할 수 있을 때를 결정한다;

-슬래이브 유닛은 마스터 유닛에 의해 어드레스되었을 때 응답만 할 수 있다;

-클락은 자유롭게 작동한다;

-통합되지 않은 네트워크, 특히 2.4 GHz 라이센스-프리 ISM 배드에서 작동하는 것들;

-애플리케이션이 영역에서 다른 블루투스 디바이스를 찾게 하는 소프트웨어 스택;

-다른 디바이스들은 발견/조회 과정에 의해 찾아진다; 그리고

-하드 또는 소프트 핸드오버(handover).

주파수 합핑에 대해, '느린 주파수 합핑'은 변조율보다 느린 합핑 주파수를 지칭하고, '빠른 주파수 합핑'은 변조율보다

빠른 합핑율을 지칭한다. 본 발명은 느린 또는 빠른 합핑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추가로, 이후에서 '모바일 터미널(mobile terminal)'을 참조할 것이다. 하지 만, 본 발명은 이동 중인 모든 사용자 터

미널에 한정되지 않는다. 데스크 탑과 같은 고정된 터미널들은 본 발명과 동등하게 사용될 수 있다. '팩킷'이 참조될 

것이다. 하지만, 본 발명은 팩킷 스위치 시스템에 한정되지 않는다. '팩킷 기반'이란 용어는 시스템이 팩킷이든 스위치

된 팩킷이든 다른 어떤 형태이든지 전송 목적의 정보의 팩킷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지칭한다.

도 2에 개략적으로 도시된 회사 네트워크(10)에 있어서, 예를 들어 제 2 세대(3G) 이동 전화 형태의 모바일 터미널(M

T)과 같은, 사용자 터미널은 임베디드 IP 스택(embedded IP stack)을 가지고 있고 코드리스 폰 핸드세트(phone han

dset)로 동작할 수 있다. 그러한 동작은, 인트라네트로 구현될 수 있는, 회사 네트워크(10) 내의 VoIP 연결을 수립함

으로서 달성된다. 모바일 핸드세트(MT)는 호출을 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보이스-오버-IP(VoIP) 연결을 설정하기 위

해 인트라네트 안의 액세스 포인트(AP 1,,,n )의 세트 중 하나를 사용한다.

H.263 혹은 세션 개시 프로토콜(SIP) 시그널링 표준을 사용함으로서, 예컨대, 하나 이상의 다른 핸드세트(MT)(추가

의 터미널은 미도시)를 사용하여 전화 네트워크로 라우터와 전용 게이트웨이(PABX/GW)를 통해 또는 인트라 네트워

크 내에서 호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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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전화(MT)와 액세스 포인트(AP 1,,,n ) 사이의 SCO 링크를 사용하는 대신, 종래의 데이터 링크가 형성되고, 액세

스 포인트를 통해 이동 전화와 PABX 게이트웨이 사이의 VoIP 트래픽이 교환된다. 종래 기술을 이용해, 모바일 터미

널(MT)은 완 전 VoIP 터미널을 수행해야 하고 연관된 프로토콜 스택은 특히 도 3을 참조로 도시되었다.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 상의 VoIP:

VoIP 솔루션에 있어서, 음성은 (GSM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이) G.723.1 표준에 따른 (사일런스 억압을 하여) 5.3 kb

ps에서 인코딩되고, 코딩된 샘플은 20 바이트의 페이로드로 먼저 팩킷화된다. 그런 후, 실시간 프로토콜(RTP)에 따

라 타임-스탬프되고 최종적으로 UDP/IP 데이터그램으로 전송된다. 그러한 방식으로, 음성 샘플을 전송하는 IP 데이

터그램은 30 ms마다 생성된다.

VoIP 팩킷은 40 바이트 헤더와 20 바이트 페이로드를 가지기 때문에, 연속적인 헤더 필드 사이의 중복을 이용함으로

서, 대역폭을 아끼고 헤더 길이를 (채널 상태에 따라)4 내지 10 바이트 사이로 줄이기 위해 로버스트 헤더 압축(ROH

C) 알고리즘이 적용되야 한다. 헤더 압축 알고리즘은 팩킷 손실을 일으키는 전송 에러에 대해 로버스트(robust)해야 

한다. 헤더 압축 및 압축 해제의 개략은 특히 도 6a 내지 6c를 참조로 제공되었다.

여기서, 헤더 압축 기술, 특히 로버스트 헤더 압축(ROHC)에 대해 참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의 몇가지 측면에 

대한 요약을 제공하는 것이 유익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더 상세한 이해를 위해, 독자는 다음과 같은 2001년 7월의 논

설을 참조해야 한다:

'RFC3095'를 참조 하에서 웹 사이트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포스'(IETF)를 통해 찾을 수 있고 URL: http://www.

ietf.org/rfc/rfc3095.txt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C. 보만 등에 의해 저서된 '로버스트 헤더 압축(ROHC):프레임 워크 

및 네 가지 프로파일:RTP, UDP, ESP, 그리고 압축되지 않은 것'

일반적으로, 세션 중에는 예컨대 IP 어드레스 및 UDP 포트를 포함하는 그러한 스태틱 헤더 필드를 바꾸지 않기 때문

에, 헤더 압축 메카니즘은 모든 팩킷에 스태틱 헤더 필드(static header field)를 송신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이용함

으로서 헤더 오버해드(overhead)를 줄인다. 더 나아가, (RTP 타임스탬프, RTP 시퀀스 수 및 IP 인식과 같은) 세션 

중에 바뀌는 필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해서, 헤더 오버해드는 더 줄여질 수 있다. 몇몇 경우에 있어서, 이

러한 이른바 '변하는 필드'는 단순 리니어 엑스트라폴레이션(simple linear extrapolation)을 사용해 이전 팩킷으로부

터 예측될 수 있다. (IP 헤더 길이 및 UDP 길이와 같은) 다른 헤더 필드는 데이터-링크 레벨로부터 유추될 수 있고 그

것들을 전송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이러한 필드는 '인퍼드 필드'로 지칭된다.

헤더 압축 방식은 '저속 시리얼 링크에 대해 IP/UDP/RTP 헤더를 압축하는 것'(인터넷 RFC2508)이란 1999년 2월의

논문에서 S. 캐스너 및 V. 제이콥슨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 배열은 RTP/UDP/IP 헤더를 압축하지만, 에러율 및 전형

적인 무선 링크 상에서 겪게되는 라운드-트립 지연(round-trip delay)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예컨대 'ACE'(적응 헤더 압축) 및 'ROCCO'(로버스트 체크섬-기반 헤더 압축)과 같은, 헤더 압축을 무선 환경에 적응

시키기 위한 기술이 제안되었다. 'ACE'는, 디콤프레서로 통신되는, 가변 슬라이딩 윈도우(VSW)에 포함된 많은 참조

값을 사용 하는 '변화하는 필드'{'윈도우-기반 최소 중요성 BIT'(W-LSB)}라는 필드 인코딩 방식을 도입한다. ROCC

O는 디콤프레서에서 올바른 재구성을 확인하고 에러 전파를 피하기 위해 CRC를 사용한다.

IETF ROHC 워킹 그룹은 현재 높은 에러율 및 긴 라운드-트립 시간을 갖는 링크상에서 잘 작동하는 새로운 압축 방

식을 연구하고 있다. 상기 방식은 WCDMA, EDGE, 그리고 CDMA-2000와 같은 기술을 사용해 만들어진 셀률러 링

크에 대해 잘 작동해야 한다. 하지만, 단일 방향성의 링크 상에서 압축이 달성되도록, 상기 방식은 높은 손실과 긴 라

운드트립 시간을 가진 다른 미래의 링크 기술과도 적용가능해야 한다. IETF ROHC는 ACE 및 ROCCO에 의해 연구된

기술들을 사용하고 결합하며, 상세한 사항은 IETF ROHC 워킹 그룹의 URL인 http://www.ietf.org/htm.charters/ro

hc-charter.html에서 찾아볼 수 있다.

ROHC는 무선 채널 상에서 RTP/UDP/IP 스트림에 적용가능한 로버스트 헤더 압축을 위한 확장가능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TCP/IP 헤더 및 다른 종류의 프로토콜(예컨대, Mobile IPv6)의 압축에 대한 지원이 또한 추가되고 현재까

지 네 가지의 프로파일이 ROHC RFC에 의해 정의되었다:

0 압축되지 않은 IP 팩킷

1 RTP/UDP/IP

2 UDP/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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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SP/IP

특히 프로파일 1을 참조할 것이다.

실시간 플로우의 다이내믹 필드가 정확하게 처리되고, 주어진 콘텍스트 안에서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과 같은 스태

틱 헤더 필드가 전혀 전송되지 않는 동안 헤더가 재구성되도록 , ROHC 콤프레서와 디콤프레서는 콘텍스트 정보를 유

지할 필요가 있다. 압축 및 압축 해제 체인의 블록도는 특히 도 6a를 참조로 도시된다.

RTP/UDP/IP 플로우에 대해서, 다이내믹 필드는 아래와 같이 나열된다:

-IP 식별(16 비트) IP-ID

-UDP 체크섬(16 비트)

-RTP 마커(1 비트) M-비트

-RTP 시퀀스 수(16 비트) SN

-RTP 타임스탬프(32 비트) TS

모든 다른 헤더 필드는 스태틱 혹은 인퍼드이다.

초기에, 상기 콤프레서는, 디콤프레서가 IP 플로우에 대한 콘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도록 헤더에 비-압축된 것이 보내

지는, '초기화 및 리프레쉬'(IR) 상태에 있다. '제 1 오더'(FO)상태에서는, 상기 콤프레서는 콘텍스트를 훼손할 수 있는

스트림에서의 이상을 보상하기 위해 단순히 스태틱 필드의 업데이트를 디콤프레서로 송신한다. 그러므로, 이런 상태

에서, 콤프레서는 단순히 콘텍스트 업데이트를 송신한다. '제 2 오더'(SO) 상태에서, 상기 디콤프레서가 이미 유효한 

콘텍스트를 수신한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상기 콤프레서는 압축된 헤더를 송신한다. 특히, 도6b를 참조하시오.

상기 디콤프레서는 '노-콘텍스트'(NC) 상태에서 시작한다. 헤더를 성공적으 로 압축해제하면, 보통 동작 상태인, '완

전 콘텍스트'(FC) 상태로 들어간다. 헤더를 반복적으로 압축 해제한 이후에만, FO 상태에서 콤프레서에 의해 보내진 

콘텍스트 업데이트 팩킷을 기다리는 '스태틱 콘텍스트'(SC) 상태로 들어간다. 만약 올바른 콘텍스트가 복구되지 않으

면, 상기 디콤프레서는 NC 상태로 돌아간다. 특히, 도 6c를 참조하시오.

상태들 사이의 전이는, ROHC가 '단일 방향성'(U-모드), '양-방향성 옵티미스틱'(O-모드), 및 '양-방향성 리라이어블'

(R-모드)의 세 가지로 정의하는, 동작 모드에 의해 관장된다. U-모드에서, 콤프레서 상태들 사이의 전이가 단순히 들

어오는 팩킷 헤더에서의 주기적인 타임아웃 및 이상에 근거하도록, 디콤프레서로부터 콤프레서로의 피드백 채널은 

존재하지 않는다(또는 사용될 수 없다). 이런 경우, 콘텍스트의 주기적인 리프레쉬가 필요하다. O-모드에서, 에러 복

구 요청 및 (선택적으로) 콘텍스트 업데이트의 승인을 위해 피드백 채널이 사용된다. 이 동작 모드를 뒷받침하는 근거

는 피드백 채널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R-모드는, 손실 전파 및 손상 전파에 대한 로버스트니

스(robustness)를 최대화하기 위해, 피드백 채널을 집중적으로 사용한다.

W-LSB 인코딩:

'v'를 압축하기 위한 헤더 필드 값이 주어졌을 때, 적절한 참조 값(v_ref)이 콤프레서와 디콤프레서 양쪽에서 유지된

다고 가정하면, W-LSB 알고리즘은 최하위 비트만을 전송한다. 'v_ref' 값들 사이의 불일치를 피하려면, 적절한 로버

스트 알고리즘은 가변하는 슬라이딩 윈도우(VSW) 안에서 'v_ref'를 선택하도록 정의된다. 압축될 값 'v'를 위해 전송

해야 할 최하위 비트의 수 'k'는 아래와 같이 선택된다.

수학식 1

f(v_ref, k)=[v_ref-p,v_ref+(2 k-1 )-p]

이 식은 v가 가변하는 간격이다. 오프셋 파라미터(p)는 압축할 특정 필드의 행동에 따라 선택될 수 있다.

이제, 콤프레서에서, 값(k)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선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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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2

k=g(v_ref, v)=min k:v f(v_ref, k)

따라서, k는 v가 간격 f(v_ref, k)사이에 있도록 최소값이 될 것이다.

하지만, 콤프레서는 디콤프레서가 동일한 참조값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전송 에러 때문에 사실은 다를 수 있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방식은 에러에 대해 로버스트하지 않을 수 있다. 대신, 가변하는 슬라이딩 윈도우는 다음과 같

이 유도된다:

수학식 3

VSW={v i-w , v i }

이 식은 전송된 마지막 w값을 포함한다. 새로운 값이 콤프레서에 들어올 때마다, 이것은 VSW에 첨부된다. VSW 안

의 이전 값들 중 몇몇이 올바르게 수신되어다는 것을 콤프레서가 충분히 확신할 때, 이러한 값들은 VSW로부터 제거

된다.

다음을 VSW의 최소 및 최대값으로 정의한다:

수학식 4

v min =min(VSW), v max = max(VSW)

W-LSB 코딩 방식에서, k의 선택은 다음의 식에 따라서 행해진다:

수학식 5

k=max(g(v,v min ),g(v,v max ))

여기서, g( )는 수학식(2)에서 정의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디콤프레서가 전송된 m 비트를 디코딩하기 위한 좋은 참조 간격을 가진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더 많은

수의 비트 필드를 인코딩하는데 사용된다. 사실상, 디콤프레서에서의 디코딩 기술은 다음의 알고리즘에 근거한다.

수학식 6

I d = f(v_ref_d, m)

이 식은, 마지막으로 올바르게 압축 해제된 값(v_ref_d) 및 수신된 비트의 수(m)가 주어졌을 때, 해석 간격으로 정의

된다. 압축 해제된 필드는 m 최하위 비트가 수신된 m 비트와 일치하는 위의 해석 간격에서의 값을 취함으로서 간단히

도출된다.

가변하는 슬라이딩 윈도우의 크기(w)는 디콤프레서 상태에서 콤프레서가 가지고 있는 확신에 의존하고, 이것은 따라

서 선택된 ROHC 모드에 의존한다. U 및 O 모드에 있어서, w는 실행에 의존한다. ROHC 압축된 팩킷(이후에 정의)의

신택스는 w의 허용된 크기를 설정한다. 사실상, 각각의 팩킷 형태는 코딩된 헤더 필드를 위 해 예약된 어떠한 비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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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이것은 자동적으로 윈도우 크기를 정의한다. 예를 들어, RTP-SN은 UO-0 팩킷 안에 예약된 4 비트이고, 

이것은 윈도우 길이가 16로 설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즉, 15까지의 팩킷은 손실될 수 있다). R-모드에서, 디콤프

레서로부터의 명백한 피드백은 슬라이딩 윈도우 크기를 최소화하여 압축율을 최대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W-LSB 알고리즘은 단순한 예를 통해 추가로 설명될 수 있다. 콤프레서가 값들(151, 152, 153, 154, 155)을 전송했

고 무선 링크 상의 전송 에러 때문에 마지막 세 개는 수신되지 않았다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콤프레서에서는:

VSW=[151, 152, 153, 154, 155], V min =151 이고 V max =155.

이제 값(156)은 콤프레서에 들어간다. 전송될 최하위 비트(k)의 수는 수학식(5)에 의해 주어지고, 이것은 k=max(3, 1

)=3의 결과를 생기게 한다. 그래서, 값(156='10011100')의 마지막 세 개의 LSB는 전송된 ('100')이다.

디콤프레서에서, 값들(153, 154, 155)이 손실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좋은 참조 값은 152이다. 수학식(6)에 따르면, 

디콤프레서는 해석 간격(I d =[152, 159])을 가지고, 이것은 아래에 설명되고 있다.

Dec Bin

152 10011000

153 10011001

154 10011010

155 10011011

156 10011100 <<<

157 10011101

158 10011110

159 10011111

이 간격 안에서 3개의 LSB가 '100'의 패턴과 일치하는 유일한 값은 156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출되지 않은 전송 에

러가, 차례로 나중에 참조값으로 사용되고, 손실 전파를 초래하는, 잘못된 압축 해제된 값을 초래하는 것을 피하기 위

해, 압축해제의 정확성은 작은 CRC를 원래 헤더(모드에 따라 3 내지 8 비트)에 적용함으로서 확인될 수 있다. 손상된

값을 검출하는데 있어서의 CRC의 실패는 또한 ROHC 프레임워크에 대해 보상된다.

다른 인코딩 방식:

W-LSB 코딩 알고리즘은 ROHC 프레임워크 안에 사용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시간이 지남에 따

라 레귤러 스텝에서 일반적으로 증가하는(복수의 TS_STRIDE값), 예컨대 RTP 타임스탬프와 같은 몇 가지 헤더 필드

의 특정한 특징을 이용하는 다른 방식이 존재한다. 이 특징은 '스케일드 RTP 타임스탬프' 인코딩에 의해 이용된다.

RTP 타임스탬프는 또한 일정한 비율로 생성된 트래픽에 대한 하루의 시간, 고정된 샘플링 주파수, 및 팩킷 생성이 샘

플링 주파수에 고정된 때의 선형 함수로 근사될 수 있다. 이 경우에, 'RTP 타임스탬프의 타이머-기반 압축'이 적용된

다.

IP 확인 필드(IP-ID)는 IP-ID와 RTP 시퀀스 수(후자는 각각의 새 팩킷에 대해 1씩 증가한다) 사이의 오프셋만을 고

려하고 W-LSB 코딩을 그러한 오프셋에 적용함으로서 인코딩된다.

ROHC를 사용해 헤더를 압축한 후, 팩킷은, 이후에 설명되는 것처럼, 블루투스 네트워크 에뮬레이션 프로토콜(BNEP

)을 사용하여 인캡슐레이트된다. 퍼스널 에어리어 네트워크(PAN) 워킹 그룹은 블루투스 상에서 IP를 표준화하고, 이

를 위해, '블루투스 네트워크 인캡슐레이션 프로토콜(BNEP)'이라 불리는 새로운 프로토콜을 개발했다. 이 프로토콜

은 블루투스 매체 상으로 공통 네트워킹 프로토콜을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블루투스 네트워크 인캡슐레이션을 위한 

팩킷 포맷을 정의한다. BNEP는 블루투스를 위한 이더넷 에뮬레이션을 제공하고 길이가 3 내지 15 바이트 사이의 범

위에 있는 또 다른 헤더를 추가한다. BNET을 통해, IP 데이터그램은 이더넷 프레임으로 인캡슐레이트되고, 밑에 깔

려있는 L2CAP 층으로 보내진다. 이더넷 에뮬레이션 층을 도입함으로서, 예를 들면 네트워크 액세스 포인트 또는 블

루투스 임시 네트워크 안의 브로드캐스팅, 멀티캐스팅 및 레이어-2 브리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BNET의

상세한 사항은 블루투스 SIG 및 위에서 언급된 그 웹사이트를 통해 얻어질 수 있다. 최종적으로, BNET 팩킷은,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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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역폭 팩킷으로 나누어지는, L2CAP 프레임으로 인캡슐레이트된다. RTP/UDP/IP 헤더 압축 방식을 사용해, 각각

의 VoIP 팩킷은 전송될 두 개의 DM1 팩킷을 필요로 한다. 도 3에 도시된 프로토콜 스택의 변형을 가진 특수한 상황

에서, 단일 대역폭 슬롯에서 VoIP 프레임을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다.

음성 실시간 트래픽의 지연 민감도:

VoIP 전송은 지연에 민감하기 때문에, 각 팩킷은 특정 시간 안에 수신기에 도착해야 한다. 만약 채널 에러로 발생한 

대역폭 팩킷 재전송 때문에 VoIP 프레임이 특정 시간 제한을 넘어 지연된다면, 그것은 폐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

쁜 채널 조건에서, 설정가능한 임계치 내에서 완전히 전송되지 않은 지연-센서티브 L2CAP 프레임은 대역폭과 전력

을 아끼기 위해 자동적으로 플러쉬되어야 한다. 블루 투스 표준에 있어서, 두 개의 피어 실체 사이의 각각의 L2CAP 

논리 채널 상의 자동 플러쉬 타임아웃을 교섭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교섭은, 도 5의 순서도를 참조로 알 수 있는 것처

럼, L2CAP 채널 구성 과정 중에 행해진다.

본 발명에 따르면, 보이스-오버-IP 코덱을 사용하고 블루투스에서 사용가능한 저-전력 모드를 적절히 관리함으로서,

모바일 음성 터미널(MT)의 전력 소비가 종래의 기술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줄어든다. 본 발명은 채널 비트 에러율의 

예측 및 재전송 타임아웃에 따른 이른바 'SNIFF' 저-전력 모드의 기간을 선택하기 위한 채널 상태 종속 알고리즘을 

제공함으로서 이것을 달성한다.

블루투스 ACL 링크 상으로 VoIP 팩킷을 전송하기 위한 시간의 양은 다양한 요소에 의존한다. 첫 번째로, 무선 채널 

조건들: 비트 에러율이 높아질수록, 전송해야할 각 베이스밴드 팩킷에 대한 재전송의 수가 높아진다. 두 번째로, 팩킷

의 길이: (L2CAP 타임아웃에 의한) 프레임 손실의 경우, ROHC 알고리즘에 따라, 팩킷 헤더에 대한 압축율은 줄어들

어, 전송할 프레임이 길어지게 한다

도 4에서, VoIP 프레임을 전송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팩킷 재전송이 없는 이상적인 경우의 블루투스 슬롯의 측면에서

도시되었다. 마스터{예컨대 액세스 포인트(AP)}와 슬래이브{예컨대 모바일 터미널(MT)} 사이의 두 개의 음성 팩킷

을 교환하는데 필요한 활성 기간은 다소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상, 팩킷(1)은 마스터에서 슬래이브로

제 1 DM1 팩킷을 전송하고, 팩킷(2)는 팩킷(1)을 승인하고 상기 제 1 DM1 팩킷을 슬래이브로부터 마스터로 전송한

다. 팩킷(3)은 팩킷(2)을 승인하고 제 2 DM1 팩킷을 마스터로부터 슬래이브로 전송한다. 최종적으로, 팩킷(5)는 팩킷

(4)에 대한 승인만을 전송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팩킷 생성율과 채널 조건의 정보가 주어졌을 때, 이동 전화의 송수신기가 전송될 두 개의 연속적인

VoIP 팩킷들 사이에서 휴면상태로 들어가도록, 블루투스 SNIFF 모드가 사용된다. 활성 SNIFF 기간은 도 4의 굵은 

선(12)으로 도시되었다.

팩킷 재전송이 없는 이상적인 경우, 송수신기 활성 기간과 음성 팩킷 생성의 기간 사이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opt =t A /t G =5/48=10.4%

이 식은, 전력 소비의 측면에서 SCO링크의 사용에 비교했을 때, G opt = ACL / SCO =~3.2의 게인을 나타

낸다(여기서, 베이스밴드 팩킷을 전송하고 수신하기 위해 소비된 전력은 동일하다고 가정되었다). 채널 비트 에러율

이 t A
* 의 제한까지 증가할수록, 상기 게인은 줄어든다. 여기서, 이론상, 시스템은 SCO 링크를 사용하는 시스템과 

동일한 전력을 소비한다. 하지만, 실제로, G.723.1 음성 코덱이 사일런스 억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VoIP 시스템은 여

전히 SCO 링크를 사용하는 더 단순한 시스템보다 더 전력 효율적이다.

SNIFF 모드의 적응성:

본 발명의 일 양상에 따르면, 예측된 무선 채널 조건에 따른 SNIFF 모드에서 사용되는 활성 기간을 적응시키는 것이 

제안되었다. SNIFF 모드는 존재하는 베이스 밴드 연결을 위해 마스터와 슬래이브 사이에서 교섭된다. 활성 기간이 

동의되면, 지시된 활성 기간 동안 마스터는 슬래이브를 폴링하는 것을 책임진다(이후의 부분 참조). 팩킷 재전송은, 

필요하면, SNIFF 활성 기간 제한을 넘어 확장하는 것이 허용된다. 12.5ms(20개의 베이스밴드 슬롯)의 L2CAP 타임

아웃으로, 지원자에 의해 수행된 테스트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DM1 팩킷을 사용해, VoIP 프레임의 10%이하가2.7 

10 -2 의 비트 에러율(BER)까지 폐기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으로, (베이스밴드 슬롯의 수로 측정되는) SNIFF 활성기간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이 제안된다:

┏ 8 ber<B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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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SNIFF = ┃ 14 B G <ber<B B (1)

┗ 20 ber>B B

이 간단한 3-레벨 양자화 방식은 비트 에러율 측정 및 두 개의 임계치, B G (좋은 채널 조건)와 B B (나쁜 채널 조건)

에 근거한다. 이 아이디어는 (예를 들어, 모바일 터미널이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채널 비트 에러율이

증가할 때, 더 많은 베이스밴드 재전송을 허용하는 것이다.

VoIP 연결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논리 채널과 연관된 L2CAP 자동 플러쉬 타임아웃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관계

식에 따라 SNIFF 활성 모드에 적응되어야 한다:

L2CAP flushTO = t A,SNIFF -2 (2)

(1)에서 나타난 비트 에러율은 BT 시스템에서 직접적으로 측정될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은 발생된 L2CAP 타임아웃 

사건의 수로부터, 팩킷 재전송의 속도로부터, 또는 수신된 신호 강도(RSSI) 측정으로부터 유추될 수 있다.

모바일 터미널에서의 처리는 예측된 채널 조건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SNIFF 활성 기간과 L2CAP 플러

쉬 타임아웃의 교섭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구현 문제들:

이 부분에서, 이 애플리케이션의 일부를 형성하는 전력 절약 기술을 적용하는데 사용되는 관련된 블루투스 명령어 및

제한들에 대한 몇 가지 상세한 사항들이 주어졌다.

블루투스 SNIFF 모드 파라미터:

SNIFF 모드에서, 슬래이브(모바일 터미널)는 AM_ADDR을 가진 팩킷이 수신될 때까지 N sniff attempt 슬롯의 수를 위

해 SNIFF 슬롯에서 감시하기 시작한다. 그런 후에, 이것은 수신된 팩킷이 그 자신의 AM_ADDR과 일치할 때까지 N 

sniff 슬롯을 감시하는 것을 계속한다. 최종적으로, 슬래이브는 다음 SNIFF 슬롯 이벤트까지 휴면상태로 돌아간다. 위

에서 상세하게 설명된 VoIP 예에 대해서, 다음의 파라미터가 사용되어야 한다:

N sniff attempt = 3

N sniff timeout = {8,14,20}

N sniff attempt = 3으로 설정하면, 수행하는 다른 활동들 때문에 마스터는 VoIP 팩킷의 슬래이브로의 전송을 지연시킬

수 있고, 슬래이브는 여전히 프레임을 수신할 수 있다. N sniff timeout 은 채널 조건에 적응된 파라미터이고, 디바이스

가 블루투스(BT) 채널에서 활성화되어 남아있는 시간의 양을 결정한다.

SNIFF 모드는 HCI_Sniff_Mode 명령어에 의해 입력되고, 이들은 다음과 같다:

Connection_Handle,

Sniff_Max_Interval,

Sniff_Min_Interval,

Sniff_Attempt,

Sniff_Timeout

Sniff_Max_Interval 및 Sniff_Min_Interval은 동일해야 하고 VoIP 팩킷의 생성율과 일치한다.

SNIFF 모드가 베이스밴드 링크에, 즉, 그 링크를 사용하는 모든 L2CAP 논리 채널에 적용된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그래서, 만약 다른 트래픽 소스가 동일한 BT링크를 사용한다면, SNIFF 활성 기간은 따라서 증가되어야 하고, (HCI층

위의) 적절한 스케쥴링 정책은 VoIP 프레임을 전달하는 L2CAP 프레임이 다른 전송 소스에 대해 높은 우선순위를 갖

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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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분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L2CAP MTU에 연관해 고려해야 한다.

하부층:

자신의 AM_ADDR과 일치하는 팩킷이 도착할 때까지, SNIFF 모드에서의 슬래이브는 채널에 귀기울이는 것을 계속

하기 때문에, 모든 전력 절약 기술이 절충될 수 있다. 그럼으로서, HCI_Write_Automatic_Flush_Timeout 명령이 마

스터(AP)와 슬래이브(MT)에서 사용되는 것이 권장된다. 이것은 마스터(AT)가 SNIFF 활성 모드를 넘어 확장하여, 

슬래이브(MT)가 채널에 귀기울이는 것을 계속하도록 해서, 불필요하게 전력을 낭비하게 하는 팩킷 재전송을 중단하

는 것을 보장한다. 슬래이브에서, 다음 L2CAP 프레임의 제 1 팩킷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이 명령은 하나의 SNI

FF 활성 기간 동안에 슬래이브로 성공적으로 보내지지 않은 베이스밴드 팩킷이 베이스밴드에서 플러쉬되는 것을 보

장한다. CI_Write_Automatic_Flush_Timeout 명령의 파라미터는 SNIFF 활성 기간과 일치해야 한다. 베이스밴드 팩

킷이 플러쉬될 때마다, 실패한 접속 카운터는 1씩 증가한다.

이제, 특히 도 5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의 순서도가 제공되었다. VoIP 애플리케이션이 시작되면, 모바일 터미

널(MT) 안의 관리 개체는 채널 링크 특징을 설정하고, L2CAP 타임아웃을 위한 파라미터를 설정한다. 그 후, SNIFF 

기간은 피어 디바이스와 교섭되고, L2CAP 타임아웃과 일치하는 베이스밴드 자동 플러쉬 타임아웃은 설정된다. 채널

조건의 감시는 별도의 작업이고, 이것은 나머지 처리와는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이 메카니즘은 측정된 무선 채널 조

건에 적응되고, 여기서, 그러한 측정은 수신된 신호 강도 표시기(RSSI), 베이스밴드 팩킷 재전송 속도, L2CAP 타임아

웃 속도 혹은 이것들의 조합에 근거한다. 채널 조건이 눈에 띄게 변할 때, L2CAP의 재-교섭 및 베이스밴드 플러쉬 타

임아웃이 시작된다. 음성 애플리케이션과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것은, 예를 들어, 대화의 정지 중에 행해질 수 

있다. SNIFF 및 타임아웃 파라미터가 변화된 채널 조건에 일치되면, 시스템은 팩킷화된 음성 샘플이 전송되는 보통 

상태로 복귀한다.

제공된 기술은 어느 정도 증가된 모바일 터미널 복잡성을 댓가로 블루투스 링크에서 상당한 전력 절약을 달성한다. 

더 나아가, 본 발명의 개시에서 제공된 방법은 데이터와 음성 서비스를 통합하는 무선 네트워크 하부구조에서 통합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특히 도시되었고 설명된 반면, 이 기술 분야의 당업자는, 본 발명의 범위와 취지에

서 벗어나지 않는 한 형태 및 상세한 사항에 있어서의 변화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약어의 용어집:

ACL 비동기 연결 레스

AM_ADDR 블루투스 활성 멤버 어드레스

AP 액세스 포인트

BER 비트 에러율

BNEP 블루투스 네트워크 인캡슐레이션 프로토콜

BT 블루투스

HC 헤더 압축

IP 인터넷 프로토콜

L2CAP 논리 링크 제어 및 적응층

LAN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LM 링크 관리자

MAC 매체 액세스 제어

PAN 개인 영역 네트워크

PCM 펄스 코드 변조

ROHC 로버스트 헤더 압축

RSSI 수신된 신호 강도 표시

RTP 실시간 프로토콜

SCO 동기 연결 지향

TO 타임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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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P 사용자 데이터그램 프로토콜

VoIP 보이스 오버 IP

산업상 이용 가능성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무선 통신 배열과 이를 작동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 상세하게는, 팩킷 전송이 하나의

무선 유닛으로부터 또 다른 무선 유닛으로 송신되는 무선 통신 배열 및 이를 작동하는 방법에 응용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 1 유닛과 제 2 유닛 사이의 팩킷(packet)-기반 무선 전송을 위한 방법으로서, 상기 방법은:

a)상기 유닛들 사이의 전송에 적절한 팩킷을 생성하는 단계와,

b)무선 채널 상에서, 연속적인 활성 기간이 미리 정해진 기간의 타임 슬롯의 수만큼 떨어져 있는, 상기 활성 기간 동안

연속으로 상기 팩킷들을 전송하는 단계와,

c)상기 활성 기간 사이의 타임 슬롯에서 저 전력 모드를 수행하는 단계와,

d)상기 채널의 상태에 의존해 상기 활성 기간 및 상기 저 전력 모드 중 적어도 하나에서 동작의 기간을 설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팩킷 기반 무선 전송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따라서, 에러율, 바람직하게 채널 비트 에러율(BER), 혹은 에러율에 관련되거나 에러율에서 도출된 특성의 

예측에 따라 적어도 부분적으로 상기 상태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팩킷 기반 무선 전송 방법.

청구항 3.
제 2항에 따라서, 타임아웃 이벤트의 수, 팩킷 재전송의 비율, 혹은 수신된 신호 강도(RSSI) 측정으로부터 상기 에러

율을 도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팩킷 기반 무선 전송 방법.

청구항 4.
제 1항 내지 제 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타임아웃을 상기 팩킷의 전송에 적용하는 단계와, 적어도 부분적으로 상

기 타임아웃의 기간에 의존한 상기 활성 기간과 상기 저 전력 모드 중 적어도 하나를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팩킷

기반 무선 전송 방법.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적어도 부분적으로 상기 팩킷을 전송하는데 걸린 시간의 길이에 의존하는 상기 타임아웃의 기간을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팩킷 기반 무선 전송 방법.

청구항 6.
제 1항 내지 제 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적어도 부분적으로 상기 팩킷의 생성 속도에 의존하는 상기 활성 기간 및

상기 저 전력 모드 중 적어도 하나를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팩킷 기반 무선 전송 방법.

청구항 7.
제 1항 내지 제 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유닛 사이의 무선 채널 조건의 예측으로부터 상기 상태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팩킷 기반 무선 전송 방법.

청구항 8.
제 1항 내지 제 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의 유닛을 마스터 유닛으로 그리고 다른 상기 유닛을 슬래이브 

유닛으로 구성하는 단계와, 적어도 상기 활성 기간의 구현이 상기 유닛 사이에 존재하는 베이스밴드 연결에 대해 교

섭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팩킷 기반 무선 전송 방법.



공개특허 10-2004-0104705

- 14 -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조건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와, 상태 체크로부터 뒤따르는 미리 정해진 환경

하에서 상기 활성 기간의 기간과 플러쉬 타임아웃을 교섭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팩킷 기반 무선 전송 방법.

청구항 10.
제 8항 내지 제 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동의된 상기 활성 기간 동안 상기 마스터 유닛이 상기 슬래이브 유닛을 

폴링하는 것에 대해 책임지게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팩킷 기반 무선 전송 방법.

청구항 11.
제 8항 내지 제 1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 기간 동안의 상기 미리 정해진 수의 타임슬롯 동안 상기 슬래

이브 유닛이 폴링하려는 시도에 귀를 기울이도록 구성하고,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상기 팩킷을 수신하는 경우에, 미리

정해진 리스닝 타임아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계속하도록 구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팩킷 기반 무선 전송 방법.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리스닝 타임아웃에 의존해 상기 슬래이브 유닛이 상기 채널에서 활성화되어 보내는 시간의 

양을 설정하는 단계와, 채널 조건에 의존해 상기 리스닝 타임아웃을 변경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팩킷 기반 무선 전

송 방법.

청구항 13.
제 1항 내지 제 1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미리 정해진 환경 하에서 팩킷 전송이 상기 활성 기간의 기간을 넘어 확

장하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팩킷 기반 무선 전송 방법.

청구항 14.
제 1항 내지 제 1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팩킷 재전송의 허용가능한 수를 설정하고, 상기 수가 설정된 레벨 위로 

채널 비트 에러율의 증가에 응답해 상기 수를 증가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팩킷 기반 무선 전송 방법.

청구항 15.
제 1항 내지 제 1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팩킷을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논리적인 채널과 연관된 플러슁 타임

아웃을 변경시키는 단계로서, 상기 변경이 상기 활성 기간의 타임 슬롯의 수에 의존하는, 플러슁 타임아웃을 변경시

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팩킷 기반 무선 전송 방법.

청구항 16.
제 1항 내지 제 1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a)실시간 비트 스트림을 미리 정해진 최대 길이의 하나 이상의 페이로드로 변환하는 단계와, 미리 정의된 통신 프로

토콜에 따라 상기 팩킷을 생성하도록 하나 이상의 미리 정의된 헤더를 상기 또는 각각의 페이로드로 적용하는 단계;

b)미리 정의된 헤더 압축 기술을 상기 또는 각각의 상기 인캡슐레이트된 팩킷에 적용하는 단계와, 상기 유닛 사이의 

무선 연결에 걸쳐 상기 또는 각각의 상기 팩킷을 전송하도록 적응된 인캡슐레이션 프로토콜의 프레임 안의 상기 각각

의 팩킷 을 인캡슐레이트하는 단계에 의해, 상기 팩킷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팩킷 기반 무선 전송 방법.

청구항 17.
제 1항 내지 제 1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보이스-오버-인터넷-프로토콜(VoIP), 오디오 또는 비디오 스트림과 

같은 인터넷 프로토콜(IP) 트래픽을 포함하는 상기 실시간 비트 스트림으로부터 상기 각각의 페이로드를 생성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팩킷 기반 무선 전송 방법.

청구항 18.
제 1항 내지 제 1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블루투스 프로토콜과 블루투스 SNIFF 모드를 바람직하게 포함하는 상

기 저 전력 모드에 따라 상기 유닛들을 작동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팩킷 기반 무선 전송 방법.

청구항 19.
제 1 유닛과 제 2 유닛 사이의 팩킷-기반 무선 전송을 실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제품으로서,

a)상기 유닛들 사이의 전송에 적절한 팩킷을 생성하는 단계;

b)무선 채널 상에서 활성 기간 도중 상기 팩킷을 연속으로 전송하는 단계로서, 연속적인 상기 활성기간은 미리 정해진

기간의 타임 슬롯의 수만큼 떨어져 있는 패킷의 연속 전송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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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상기 활성 기간들 사이의 타임 슬롯에서 저전력 모드를 수행하는 단계; 그리고

d)상기 채널의 상태에 의존해 상기 활성 기간과 상기 저전력 모드 중 적어도 하나에서 동작의 기간을 설정하는 단계

를 위한 코드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제품.

청구항 20.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제 2 유닛으로 통신하도록 적응된 제 1 유닛을 포함하는 팩킷 기반 무선 통신 장치로서, 상기

제 1 유닛은

a)상기 유닛들 사이의 전송에 적절한 팩킷을 생성하고;

b)무선 채널 상에서, 미리 정해진 기간의 타임 슬롯의 수만큼 떨어져 있는, 활성 기간 도중 상기 팩킷을 연속으로 전

송하며;

c)상기 활성 기간 사이의 타임슬롯에서 저전력 모드를 실행하고;

d)상기 채널의 상태에 의존해, 상기 활성 기간과 상기 저전력 모드 중 적어도 하나에서 동작의 기간을 설정하도록 적

응된, 무선 통신 장치.

청구항 21.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유닛이 블루투스 프로토콜과 블루투스 SNIFF 모드를 바람직하게 포함하는 상기 저전력 모드

에 따라 동작할 수 있는 무선 통신 장치.

청구항 22.
제 1항 내지 제 18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에 따라 동작하도록 적응되며, 적어도 일시적으로 블루투스 통신 네트워크

의 마스터 유닛과 슬래이브 유닛 중 적어도 하나로 바람직하게 구성된, 무선 통신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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