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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이동중에 있는 이동 단말과 접속 장치간에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건물내에서 이동 단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한 무선랜을 이용한 이동 단말의 집중 처리 위치 추적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무선통신 의료 텔리미트리 시스템(UHF Telemetry System)들은 환자에 부착된 송신기와 중앙 모니
터 수신 장치로 구성되어 환자의 상태 정보 신호를 중앙 모니터 수신 장치로 송신하는 단방향 통신만이 
가능하였다.

본 발명에 의하면 IEEE802.11에 권고된 MAC 프로토콜을 MARS상에 구현하므로써 이동중에 있는 이동 단말
과 접속 장치간에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건물내에서 이동 단말의 위치 추적 방법을 제안하여 이동
하는 환자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고, 긴급 조치를 환자의 이동 단말에 전달하는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다.

대표도

도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의료 응용 무선 시스템(MARS)의 하드웨어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의료 응용 무선 시스템의 입출력 파트(IOSP)의 구성도.

도 3은 정보 전달을 위한 프로토콜 설정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랜을 이용한 이동 단말의 집중 처리 위치 추적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마이크로프로세서              2: EPROM

3 : RAM                           4 : 보드 제어 인터페이스

5 : RCLOCK                        6 : 무선 디스플레이

7 : 무선 제어 인터페이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중에 있는 환자에 부착된 송신기와 중앙 모니터 수신 장치간에 데이터를 송수신 할 수 있
는 양방향 통신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IEEE802.11에 권고된 매체 접근 제어(Media Access Control: 
이하 MAC라 함) 프로토콜을 의료 응용 무선 시스템(Medical Application Radio System: 이하 MARS라 함) 
상에 구현하므로써 이동중에 있는 이동 단말(STAtion; STA)과 접속 장치(Access Point; AP)간에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건물내에서 이동 단말의 위치 추적 방법을 제안하여 이동하는 환자의 이상 유무를 판
단, 긴급 조치를 환자의 이동 단말에 전달하도록 하는 양방향 응용 프로토콜 알고리즘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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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S는 이동중에 있는 환자의 감시용 센서에서 발생하는 의료 정보를 의사나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는 사
무실로 전송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종합 분석 처리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 시스템은 사무실에 설치된 홈
위치 접속 장치, 복도나 입원 환자실에 설치된 중계 접속 장치과 환자의 이동 단말로 구성된다.

MARS는 무선랜과 유선망들로 구성될 수 있으며, 공중 통신망이나 유선랜을 이용한 통신망 구축이 가능하
다. 유선망은 목적지 주소 관리와 서비스가 중단되는 기간이 없이 망들 간에 통신을 하는데 필수적인 논
리적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며, 기존의 유선 근거리 통신망이나 공중 통신망으로 구성할 수 있다.

무선랜은 무면허 대역인 2.400∼2.4835GHz(83.5MHz) 주파수에서 동작하는 이동 단말과 접속 장치로 구성
되며, 접속 장치는 무선 접속 기능과 분산 시스템인 유선 근거리 통신망 접속 기능을 갖고 있다. 이 시스
템은 이동 단말, 접속 장치와 유선망을 통하여 양방향으로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다.

종래의 무선통신 의료 텔리미트리 시스템(UHF Telemetry System :400MHz) 들은 환자에 부착된 송신기와 
중앙 모니터 수신 장치로 구성되어 환자의 상태 정보 신호를 중앙 모니터 수신 장치로 송신하는 단방향 
통신이며, 이때의 데이터 전송 속도는 9.6Kbps이고, 전용망으로 구성된다. 동작 주파수는 406∼512MHz 대
역에서 25KHz 채널로 구분되어 적용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IEEE802.11에 권고된 MAC 프로토콜을 MARS 시스템상에 구현하므로써 이동중에 있는 이동 단말
과 접속 장치간에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건물내에서 이동 단말의 위치 추적 방법을 제안하여 이동 
단말에서 환자들의 긴급 상태를 홈위치 접속 장치에 통보하도록 하고 반대로 홈위치 접속 장치에서 환자
에게 전달 사항을 통보할 수 있는 양방향 통신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홈위치 접속 장치와 이동 단말에 환자 정보를 입력하여 등록하므
로써 초기화 절차를 완료하는 단계와, 상기 이동 단말이 초기화된 후 홈위치 접속 장치에 연계를 요청하
는 단계와, 상기 이동 단말의 연계 요청을 수신한 홈위치 접속 장치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된 
이동 단말인 경우 연계 확인을 상기 이동 단말에 송신하고, 등록되지 않은 이동 단말은 의사나 간호사에
게 등록을 요청하는 단계와, 상기 홈위치 등록 장치로부터 연계 확인을 수신한 상기 이동 단말은 접속 장
치의 비콘 신호를 수신하였는지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제 1 검사 단계와, 상기 제 1 검사 결과 이동 단말
이 비콘 신호를 수신하였을 경우 접속 장치 식별자 및 기본 서비스 망 식별자를 검사하고 조정하여 기본 
서비스망 식별자가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제 2 검사 단계와, 상기 제 2 검사 결과 기본 서비스망 식별자가 
동일할 경우 동기 클럭을 조정하는 단계와, 상기 제 2 검사 결과 기본 서비스망 식별자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중계 접속 장치로 재연계를 요청하고, 상기 중계 접속 장치로부터 재연계에 대한 확인 응답이 수신
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 3 검사 단계와, 상기 제 3 검사 결과 상기 중계 접속 장치로부터 확인 응답이 수
신되었을 경우 동기 클럭을 조정하고, 확인 응답이 수신되지 않을 경우 망으로 이를 통보하여 유지 보수
를 수행하도록 하는 단계와, 상기 제 2 검사 결과 기본 서비스망 식별자가 동일한 경우 동기 클럭을 비교
하여 필요한 경우에 조정하는 단계와, 상기 제 2 검사 결과 접속 장치의 비콘 정보를 수신하지 않았을 경
우 무선 채널 및 클럭을 조정한 후 기지국의 비콘 정보를 수신하였는지 반복 검사하여 수신하였을 경우 
상기 제 1 검사 단계로 천이하고, 수신되지 않을 경우 유지 보수 상태로 가서 이동 단말의 상태를 검사하
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MARS의 구성도이다. MARS는 무면허 대역인 2.400 ∼2.4835GHz(83.5MHz) 주파
수에서 동작하며, 주파수 도약 확산 대역으로 가우시안 주파수 편이(Gausian  Frequency  Shift  Keying; 
GFSK) 변조 방식, 1MHz 채널 대역으로 총 79채널까지 구성할 수 있다.

MARS는 이동 단말과 접속 장치로 구성되며, 접속 장치는 무선 접속 기능과 분산 시스템인 유선 근거리 통
신망 접속 기능을 갖고 있다.

접속 장치와 이동 단말은 무선 파트,  제어 프로세서와 입출력 파트(Input  Output  Service  Part:  이하 
IOSP로 함)로 구성된다. 접속 장치는 개인용 컴퓨터(PC)와 접속 장치 IOSP의 병렬 포트로 구성되고, PC의 
통신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유선망에 접속된다.

도 2는 IOSP의 구성도로서, IOSP는 접속 장치에서 직병렬 포트를 통하여 제어 시스템에 연결되며, 이동 
단말기에서 환자에 부착된 심전도 및 생체 신호 감시 시스템 연결과 송수신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액정 
표시와 스피커 접속 기능을 제공한다.

IOSP는 8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1), 128K 바이트의 EPROM(2), 32K 바이트의 RAM(3) 및 무선 파트로 구성
되어 위치추적 프로토콜 기능을 수행하며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보드 제어 인터페이스(Board Control InterFace: 이하 BCIF라 함)(4)는 보드 리세트, RS-232C 시리어 포
트 기능을 수행한다.

RCLOCK(5)은 매스터 클럭을 공급한다. 무선 디스플레이(Radio DISplay: 이하 RDIS라 함)(6)는 16문자를 
표시할 수 있는 LCD 제어 회로와 LCD로 구성되어 시스템이나 관련 정보를 표시한다.

무선 제어 인터페이스(Radio Control InterFace: 이하 RCIF라 함)(7)는 IOSP를 통하여 2.5GHz 주파수 도
약 무선 전송 장치에 연결되어 제어 정보 및 패킷 데이터를 송수신하며, 25핀 플랫 케이블 콘넥터를 이용
한다.

제어 프로세서는 8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와 32K 바이트의 RAM, 128K 바이트의 EPROM, 무선 파트, 주변 장
치로 구성되어 프로토콜 기능을 수행한다. 프로토콜은 물리 계층, MAC 계층과 응용 계층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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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정보 전달을 위한 프로토콜의 설정도이다.

응용 계층에서 사용자의 기능 키나 환자의 센서 장치에서 이상이 발견될 때 또는 집중 처리 접속 장치에
서 단말의 MAC 계층으로 데이터 송신 요구(Data_Req) 프리미티브를 전달한다.

MAC 계층의 송신측은 데이터 송신 요구(Data_Req) 프리미티브가 상위 계층에서 내려오면 MAC 프로토콜 데
이터 유니트(MAC Protocol Data Unit; MPDU) 정보 구조에 맞도록 프레임을 구성하여 MAC 데이터 송신 요
구(MA.data_Req) 프리미티브를 물리 계층으로 송출한다.

캐리어 센스 다중 접속/충돌 회피(Carrier Sense Multi Access/Collision Avoidance; CSMA/CA) 절차에 따
라서  송신  요구(Request  To  Send;  RTS)  패킷-송신  완료(Clear  To  Send;  CTS) 패킷-데이터(DATA)-승인
(ACKnowledgement; ACK) 패킷을 송신측에서 수신하면 올바로 전송된 것으로 인식하고, 물리 계층에서는 
물리 계층 데이터 인지(PH_data_ind) 프리미티브로 변환하여 착신측으로 송신한다.

또한, 착신측은 데이터 수신 응답(Data_resp) 프리미티브를 MAC 계층으로 내려보낸다. 데이터 수신 응답
(Data_resp) 프리미티브를 수신한 수신측 MAC 계층은 물리 계층으로 데이터 수신 응답(Data_resp) 프리미
티브를 내려 보내고 발신측으로 데이터 응답 확인(Data_conf) 프리미티브를 사용자 계층에 알리므로써 정
보전달은 완료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랜을 이용한 이동 단말의 집중 처리 위치 추적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이다. 이동 단말의 위치 추적 방법은 동기를 위하여 접속 장치에서 주기적으로 방송하는 시간 정보, 자신
의 어드레스 등을 가진 비콘 메세지를 이동 단말에서 수신하지 못하면 인접 접속 장치를 찾기 위하여 채
널 검색(Scan) 동작을 시작한다. 망관리자는 접속 장치에 이동 단말에 관련된 정보를 프로그램 관리 테이
블에 기록시키고 이동 단말을 동작시킨다. 이동 단말은 초기 설치시에 연계 명령에 의하여 홈위치 접속 
장치에 등록되며, 연계에 앞서서 다른 접속 장치에 등록하기 위하여서는 재연계 명령을 이용한다.

이동 단말이 하나의 접속 장치를 통하여 데이터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우선적으로 이동 단말과 접속 장치
간에 연계되어야 한다. 연계 서비스에 의해서 이동 단말과 접속 장치간에 관련 정보가 제공되며, 유선망
을 통하여 메시지 교환을 위한 관련 정보가 이용된다. 이동 단말은 하나의 접속 장치와 연계되어 있으며, 
유선망을 통하여 접속 장치가 특정 이동 단말에 대한 정보 요청시 정확하게 응답이 가능하여야 한다. 접
속 장치는 여러개의 이동 단말과 연계될 수 있으며, 한번 연계가 성립되면 접속 장치와 이동 단말간에 통
신이 가능하다.

재연계(Reassociation)는 망내에서 접속 장치에서 다른 접속 장치로 이동 단말을 등록시키는데 이용된다. 
재연계  서비스는  망  이동성을  지원하는  기능이며,  이것은  이동  단말이  이동하여  확장  서비스 세트
(Extended Service Set; ESS)내에 다른 망으로 재연계되는 것이다. 재연계는 이동 단말이 동일한 접속 장
치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 설정되는 연결 정보의 속성, 즉 타이머 동기, 도약 정보 등이 변화 될 수 있다. 
재연계는 항상 이동중인 이동 단말에 의해서 시작되며, 접속 장치는 유선망을 통하여 홈위치 접속 장치로 
새로운 이동 단말에 대한 정보를 통보함으로써 이동 단말은 항상 홈위치 접속 장치로 메세지를 송수신할 
수 있다.

연결 해제(Disassociation)는 기존의 연계된 이동 단말의 등록을 취소하여 통신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망
내에서 이것은 기존에 관련 정보를 취소하는 것을 유선망을 통하여 모든 접속 장치에 통보하여 단절된 이
동 단말에 메세지 전송을 방지하게 된다. 연계 해제 서비스는 연결된 이동 단말이나 접속 장치에 의하여 
요청되며, 연계 해제 서비스는 요청이 아닌 통보하여 연결된 것으로부터 거절될 수 없다.

망이나 서비스에서 접속 장치를 제거할 때도 이동 단말을 연계 해제하도록 한다. 이동 단말 또한 망을 떠
날 때 연계 해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MAC 프로토콜은 이동 단말이 연계 해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에 관계 없이 관리 계층은 항상 이동 단말을 
감시하여 자신을 보호하게 된다.

착신측에서는 CSMA/CA 절차에 따라서 RTS와 CTS 메세지를 처리한 후에 MAC 관리 인지(MA.mgnt.ind) 프리
미티브를 송신하고, 또한 착신측 접속 장치에서는 유선망을 통하여 홈위치 접속 장치로 새로 등록된 이동 
단말의 관련 정보를 통보한다. 홈위치 접속 장치는 재연계된 접속 장치에 의해서 이동 단말의 위치 파악
이 이루어지며, 이전에 재연계된 접속 장치로 이동 단말의 연계 해제를 요청함으로서 재연계 절차가 완료
된다.

흐름도를 이용하여 본 발명에 따른 이동 단말의 집중 처리 이동 추적 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홈위치  접속  장치와  아동  단말에  환자  정보를  입력하여  등록하므로써  초기화  절차를 완료한다
(201). 이동 단말이 초기화된 후 홈위치 접속 장치에 연계를 요청한다(202). 홈위치 접속 장치는 이동 단
말의 연계 요청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된 이동 단말인 경우 연계 확인을 보낸다(203). 등
록되지 않은, 즉 이용이 허용되지 않은 이동 단말은 등록을 의사나 간호사에게 요청해야 한다. 연계 확인
을 수신한 이동 단말은 접속 장치의 비콘 신호를 수신하였는지 주기적으로 검사한다(204).

단계 (204)의 검사 결과 이동 단말이 비콘 신호를 수신하였을 경우 접속 장치 식별자 및 기본 서비스 망 
식별자를 검사하고 조정하여, 기본 서비스망 식별자가 동일한지를 확인한다(205). 기본 서비스망 식별자
가 동일할 경우 동기 클럭을 조정한 후(206) 단계(204)로 천이한다.

기본 서비스망 식별자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중계 접속 장치로 재연계를 요청하고(209), 중계 접속 장치
로부터 재연계에 대한 확인 응답이 수신되었는지를 5회 검사한다(210). 확인 응답이 수신되었을 경우 동
기 클럭을 조정하고(206), 확인 응답이 수신되지 않을 경우 망으로 이를 통보하여 유지 보수를 수행하도
록 한다(211).

단계 (205)의 검사 결과 기본 서비스망 식별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한 접속 장치에 연계된 경우로 동
기 클럭을 비교하여 필요한 경우에 조정한다(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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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204)의 검사 결과 접속 장치의 비콘 정보를 수신하지 않았을 경우 무선 채널 및 클럭을 조정한 후
(207),  기지국의  비콘  정보를  수신하였는지  최대  5회까지  반복  검사하여(208)  수신하였을  경우  단계 
(204)로 천이하고, 수신되지 않을 경우 단계 (211)로 천이하여 유지 보수 상태로 가서 이동 단말의 상태
를 검사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IEEE802.11에 권고된 MAC 프로토콜을 MARS상에 구현하므로써 이동중
에 있는 이동 단말과 접속 장치간에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건물내에서 이동 단말의 위치 추적 방
법을 제안하여 이동하는 환자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고, 긴급 조치를 환자의 이동 단말에 전달하는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홈위치 접속 장치와 이동 단말에 환자 정보를 입력하여 등록하므로써 초기화 절차를 완료하는 단계와,

상기 이동 단말이 초기화된 후 홈위치 접속 장치에 연계를 요청하는 단계와,

상기 이동 단말의 연계 요청을 수신한 홈위치 접속 장치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된 이동 단말인 
경우 연계 확인을 상기 이동 단말에 송신하고, 등록되지 않은 이동 단말은 의사나 간호사에게 등록을 요
청하는 단계와,

상기 홈위치 등록 장치로부터 연계 확인을 수신한 상기 이동 단말은 접속 장치의 비콘 신호를 수신하였는
지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제 1 검사 단계와,

상기 제 1 검사 결과 이동 단말이 비콘 신호를 수신하였을 경우 접속 장치 식별자 및 기본 서비스 망 식
별자를 검사하고 조정하여 기본 서비스망 식별자가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제 2 검사 단계와,

상기 제 2 검사 결과 기본 서비스망 식별자가 동일할 경우 동기 클럭을 조정하는 단계와,

상기 제 2 검사 결과 기본 서비스망 식별자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중계 접속 장치로 재연계를 요청하고, 
상기 중계 접속 장치로부터 재연계에 대한 확인 응답이 수신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 3 검사 단계와,

상기 제 3 검사 결과 상기 중계 접속 장치로부터 확인 응답이 수신되었을 경우 동기 클럭을 조정하고, 확
인 응답이 수신되지 않을 경우 망으로 이를 통보하여 유지 보수를 수행하도록 하는 단계와,

상기 제 2 검사 결과 기본 서비스망 식별자가 동일한 경우 동기 클럭을 비교하여 필요한 경우에 조정하는 
단계와,

상기 제 2 검사 결과 접속 장치의 비콘 정보를 수신하지 않았을 경우 무선 채널 및 클럭을 조정한 후 기
지국의 비콘 정보를 수신하였는지 반복 검사하여 수신하였을 경우 상기 제 1 검사 단계로 천이하고, 수신
되지 않을 경우 유지 보수 상태로 가서 이동 단말의 상태를 검사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무선랜을 이용한 이동 단말의 집중 처리 위치 추적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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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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