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H04B 7/26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6년07월31일

10-0605253

2006년07월20일

(21) 출원번호 10-2004-0020032 (65) 공개번호 10-2005-0025053

(22) 출원일자 2004년03월24일 (43) 공개일자 2005년03월11일

(30) 우선권주장 60/499,369 2003년09월03일 미국(US)

(73) 특허권자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더 리서치 파운데이션 오브 더 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뉴욕

미국,뉴욕 10007,뉴욕,웨스트 브로드웨이 30

(72) 발명자 이명종

미국,뉴욕10031,더리서치파운데이션오브더시티유니버시티오브뉴욕대

학원전기공학과

후쥬후이

미국,뉴욕10031,더리서치파운데이션오브더시티유니버시티오브뉴욕대

학원전기공학과

박종헌

경기도수원시영통구영통동벽적골8단지아파트802동1404호

리우용

미국,뉴욕10031,더리서치파운데이션오브더시티유니버시티오브뉴욕대

학원전기공학과

(74) 대리인 정홍식

(56) 선행기술조사문헌

US6345043 B

*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심사관 : 양정록

(54) 통신시스템에서 비콘 스케쥴링 장치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코디네이터와 코디네이터가 전송한 비콘을 수신하는 제1노드를 포함한 적어도 하나의 노드로 구성된 제1노드

그룹, 제 1노드가 전송한 비콘을 수신하는 제 2노드를 포함한 적어도 하나의 노드로 구성된 제2노드그룹을 포함하는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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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있어, 코디네이터와 제 1노드에서 비콘을 전송하는 시점을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코디네이터가

비콘 전송을 위한 비콘전송창과 비콘전송창 내에서 비콘전송시점을 결정하고, 결정된 비콘전송창과 비콘전송시점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비콘을 상기 비콘전송시점에서 전송한다. 또한, 제 1노드가 수신한 비콘에 포함되어 있는 비콘전송시점과

중첩되지 않게 상기 비콘전송창 내에서 비콘전송시점을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클러스터, 코디네이터, 비콘전송시점, 비콘전송창, 노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복수 개의 클러스터(cluster)로 구성된 개인무선통신 네트워크를 도시한 도면,

도 2는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코디네이터와 복수 개의 노드들에서 비콘을 전송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

도 3은 클러스터에 새로운 노드가 유입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시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노드들을 트리 형태로 연결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 및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노드들에서 비콘전송시점을 결정한 예를 도시한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개인무선통신 네트워크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개인무선통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노드들에서 사용하는

비콘 전송시점을 결정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개인무선통신 네트워크(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이하 "WPAN"이라 한다.)는 10m 이내의 짧은 거리에 존재하

는 컴퓨터와 주변기기, 휴대폰, 가전제품 등을 무선으로 연결하여 이들 기기간의 통신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를 지

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상기 WPAN는 랩탑 PC, PDA 등 개인 휴대형 디지털 전자기기의 발전으로 인해 이들 기기

들간의 네트워크 요구에 의해 등장하였다. 상기 WPAN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짧은 도달거리

- 작은 크기

- 저전력

- 통화 간섭이 적음

도 1은 복수 개의 클러스터(cluster)로 구성된 WPAN을 도시하고 있다. 클러스터는 하나의 코디네이터(coordinator)와 복

수 개의 노드들로 구성된다. 상기 코디네이터는 상기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노드들을 관리한다. 상기 코디네이터는 생

성한 비콘을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노드들로 전송한다. 상기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노드들은 상기 코디네이터가

전송한 비콘을 수신한다. 상기 노드는 수신된 비콘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들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한다. 상기 도 1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상기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노드들 중에서 일부는 비콘을 전송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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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코디네이터와 복수 개의 노드들에서 비콘을 전송하는 과정을 도시하고 있다. 이하, 상기

도 2를 이용하여 하나의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코디네이터와 복수 개의 노드들에서 비콘을 전송하는 과정에 대해 상

세하게 알아본다.

상기 도 2는 하나의 코디네이터와 복수 개의 노드들로 구성된다. 상기 노드는 비콘을 전송할 수 있는 노드와 비콘을 전송

할 수 없는 노드로 구분된다. 상기 노드1과 노드2는 비콘을 전송할 수 있는 노드이다. 상기 노드3 내지 노드6은 비콘을 전

송할 수 있는 노드와 비콘을 전송할 수 없는 노드 중 하나이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상기 노드3 내지 노드6은 비콘을 전송

할 수 없다고 가정한다. 상기 도 2는 코디네이터와 노드에서 사용하는 프레임을 나타내고 있다. 상기 도 2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상기 프레임은 비콘 전송구간, 데이터 전송구간, 휴지구간으로 구분된다. 상기 비콘 전송구간에서 상기 코디네

이터와 노드1과 노드2는 비콘을 전송하며, 상기 데이터 전송구간에서 데이터를 전송한다. 상기 휴지구간에서 상기 코디네

이터와 노드1, 노드2는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어떠한 동작도 수행하지 않는다.

상기 노드1, 노드2는 상기 코디네이터가 전송한 비콘을 수신한다. 상기 노드1은 상기 노드3과 노드4로 비콘을 전송하며,

상기 노드2는 상기 노드5와 노드6으로 비콘을 전송한다. 일반적으로 노드들은 자신의 비콘 전송구간을 랜덤하게 결정한

다. 상기 도 2는 코디네이터와 노드1, 노드2가 랜덤하게 비콘 전송구간을 결정하고 있는 예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코디네

이터와 노드에서 비콘 전송구간을 랜덤하게 결정함으로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된다.

상기 도 2를 살펴보면 상기 노드1은 데이터 전송구간에서 상기 코디네이터가 전송한 비콘을 수신하여야한다. 따라서, 상

기 노드1는 상기 노드3과 노드4로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수신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상기 노드2는 휴지 구간에서 상기 코

디네이터가 전송한 비콘을 수신하여야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휴지 구간은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동작

을 수행하지 않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상기 비콘을 수신하기 위한 동작을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도 2에서는 도시하고

있지 않지만, 상기 코디네이터와 노드는 비콘 전송 구간을 랜덤하게 결정하기 때문에 상기 노드가 결정한 비콘 전송구간과

상기 코디네이터가 결정한 비콘 전송구간을 중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도 3은 클러스터에 새로운 노드가 유입되는 경우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3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노드15가 상기

클러스터에 유입되었다. 상기 노드15는 상기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노드들과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 인접 노드들이 전

송하는 비콘을 수신하여야 한다. 상기 수신된 비콘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한다.

상기 노드15는 노드4 내지 노드 5, 노드 8 내지 노드 9가 전송한 비콘을 수신할 수 있다. 하지만, 상기 노드4와 노드5는 동

일한 타임슬롯에서 비콘을 전송하므로 상기 노드 15는 상호 충돌이 발생한 비콘을 수신한다. 또한, 노드8과 노드9는 동일

한 타임슬롯에서 비콘을 전송하므로 상기 노드 15는 상호 충돌이 발생한 비콘을 수신한다. 따라서 상기 노드15는 어떠한

노드로부터 비콘을 수신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노드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상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노드들이 전송하는 비콘 상호간에 충돌이 발생

하지 않는 장치 및 방법을 제안함에 있다.

상기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각 노드에서 전송하는 비콘의 전송시점을 조절함으로서 데이터 전송효율을 증가시키는 장치

및 방법을 제안함에 있다.

상기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클러스터로 새로 유입되는 노드가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비콘을 신속히 수신할 수 있는 장

치 및 방법을 제안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코디네이터와 상기 코디네이터가 전송한 비콘을 수신하는 제1노드

를 포함한 적어도 하나의 노드로 구성된 제1노드그룹, 상기 제 1노드가 전송한 비콘을 수신하는 제 2노드를 포함한 적어도

하나의 노드로 구성된 제2노드그룹을 포함하는 통신시스템에 있어, 상기 코디네이터와 제 1노드에서 비콘을 전송하는 시

점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코디네이터가 비콘 전송을 위한 비콘전송창과 상기 비콘전송창 내에서 비콘전송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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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결정된 비콘전송창과 비콘전송시점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비콘을 상기 비콘전송시점에서 전송하

는 단계; 및, 상기 제 1노드가 수신한 비콘에 포함되어 있는 비콘전송시점과 중첩되지 않게 상기 비콘전송창 내에서 상기

비콘전송시점에 결정하는 단계;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코디네이터와 상기 코디네이터가 전송한 비콘을 수신하는 제 1노

드를 포함한 적어도 하나의 노드로 구성된 제1노드그룹, 상기 제 1노드가 전송한 비콘을 수신하는 제 2노드를 포함한 적어

도 하나의 노드로 구성된 제2노드그룹을 포함하는 통신시스템에 있어, 비콘 전송시점을 결정하는 장치에 있어서, 비콘 전

송을 위한 비콘전송창과, 상기 비콘전송창 내에서 비콘전송시점을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비콘전송창과 비콘전송시점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비콘을 상기 비콘전송시점에서 전송하는 코디네이터; 및, 수신한 비콘에 포함되어 있는 비콘전송시점

과 중첩되지 않게 상기 비콘전송창 내에서 상기 비콘전송시점에 결정하는 제 1노드;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도면들을 이용하여 본 발명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기로 한다.

본 발명은 3단계에 의해 복수 개의 노드들의 비콘 전송시점에 대해 스케쥴링 방안을 제안한다. 이하, 비콘 전송시점에 대

한 스케쥴링 방안에 대해 순차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 제 1단계 -

상기 제 1단계는 클러스터에 포함되어 있는 노드들을 상호 연결하는 단계이다. 상기 단계를 수행함으로서 상기 클러스터

에 포함되어 있는 노드들은 상기 도 3과 같은 트리 형태를 구성한다. 상기 1단계는 3가지 방안들 중 하나의 방안에 의해 수

행된다.

-제 1방안-

상기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노드들 중 비콘을 전송할 수 있는 노드는 토큰을 생성한다. 상기 토큰은 상기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노드들 중 하나의 노드만이 토큰을 생성할 수 있다. 따라서 비콘을 전송할 수 있는 노드가 적어도 2개인 경

우에는 상호간의 협약(association)에 의해 비콘을 전송할 노드를 결정한다. 이하, 상기 비콘을 전송하는 노드를 코디네이

터라 한다. 상기 코디네이터는 임의로 비콘 전송시점을 결정한다. 상기 결정된 비콘 전송시점에서 상기 클러스터를 구성하

고 있는 노드들로 토큰을 브로드캐스팅한다. 상기 코디네이터는 넓이 우선 탐색(breadth first searck :BFS) 방식으로 상

기 토큰을 전송한다. 상기 토큰에는 상기 토큰을 수신할 특정 노드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상기 노드들은

상기 토큰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전송되는 토큰인지 여부를 인지하게 된다. 자신에게 전송되는 토큰

이 아닌 경우에는 상기 노드는 상기 수신된 토큰을 폐기한다.

상기 자신에게 전송된 토큰을 수신한 노드가 비콘을 전송할 수 있는 노드이면 비콘 전송시점을 임의로 결정한 후, 상기 토

큰을 코디네이터로 전송한다. 상기 토큰을 수신한 노드가 비콘을 전송할 수 없는 노드이면 상기 토큰을 코디네이터로 전송

한다. 상기 토큰을 수신한 상기 코디네이터는 상기 토큰을 구성하는 정보를 갱신한 후, 상기 토큰을 브로드캐스팅한다. 상

기 갱신되는 토큰 정보는 상기 토큰을 수신할 노드에 관한 정보이다.

상기와 같은 과정을 수행함으로서 상기 코디네이터는 1홉 내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 노드들과 토큰을 송수신한다. 또한, 상

기 과정을 수행함으로서 상기 코디네이터와 1홉 내에 위치하고 있는 비콘을 전송할 수 있는 노드들은 비콘 전송시점을 임

의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1홉 내에 위치하고 있는 노드들과 토큰을 송수신한 상기 코디네이터는 1홉 내에 위치하지 않는 노드들과 토큰을 송수신한

다. 이를 위해 상기 코디네이터는 1홉 내에 위치하고 있는 노드를 이용한다. 도 4는 상기 제 1단계의 제 1방안에 대해 도시

하고 있다. 상기 도 4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상기 코디네이터는 노드1로 토큰을 전송한다. 상기 노드1은 수신한 토큰

을 1홉 내에 위치하고 있는 노드4와 노드5로 브로드캐스팅한다. 상기 노드에서 수행되는 동작은 상술한 코디네이터에서

수행되는 동작과 동일하다. 상기 도 4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상기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노드들은 S400단계 내

지 S426단계를 수행함으로서 상기 코디네이터가 전송한 토큰을 수신하게 된다.

상기와 같은 과정들을 수행함으로서 상기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노드들은 비콘 전송시점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상기 제 1방안을 이용할 경우 상기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노드들이 결정하는 비콘 전송시점이 중복될 수 있다. 또한,

상기 비콘 전송시점을 임의로 결정하기 때문에 비콘 주기가 불규칙해 질 수 있다. 즉, 상기 코디네이터가 타임슬롯0을 비

콘 전송시점으로 결정하고, 1홉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노드가 타임슬롯8을 비콘 전송시점으로 결정한 경우를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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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상기 코디네이터의 비콘 전송주기는 적어도 9×타임슬롯이 된다. 또한, 상기 코디네이터는 1홉 내에 위치하고 있

는 노드들에서 비콘 전송시점을 결정한 후에 상기 비콘 전송주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점을 있다. 즉, 상기 한 홉 내에 위

치하고 있는 노드들에서 결정한 비콘 전송시점에 따라 상기 코디네이터의 비콘 전송주기가 달라지게 된다.

-제 2방안-

코디네이터는 한 홉 내에 위치하고 있는 노드들의 개수와 상기 각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의 개수를 이용하여 비콘

전송창 사이즈(beacon window size)를 결정한다. 상기 도 4를 이용하여 설명하면 상기 코디네이터와 한 홉 내에 위치하

고 있는 노드들의 개수는 3이다. 또한, 상기 코디네이터는 상기 각 노드에 연결될 수 있는 노드들의 대략적인 개수를 인지

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상기 각 노드에 연결될 수 있는 노드들의 개수를 5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상기 코디네이터는 비콘

전송창 사이즈를 적어도 15×타임슬롯으로 결정한다. 상기 비콘 전송창 사이즈에 관한 정보는 비콘에 포함시켜 전송한다.

상기 비콘을 수신한 노드들은 상기 비콘 전송창 사이즈 내에서 비콘 전송시점을 임의로 결정한다. 즉, 하위 노드는 상위 노

드로부터 전송된 비콘에 포함되어 있는 비콘 전송창 사이즈를 이용하여 비콘 전송시점을 결정한다. 상기 코디네이터는 비

콘 전송주기를 상기 제 1방안에 비해 신속히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상기 제 2방안에 의할 경우에도 코디네이터와 한

홉 내에 위치하고 있는 노드들이 결정한 비콘전송시점이 중첩되어 충돌 할 가능성이 있다.

-제 3방안-

코디네이터는 상기 제 2방안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비콘 전송창 사이즈를 결정한다. 또한, 상기 코디네이터는 비콘 전송창

사이즈 내에서 비콘 전송시점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상기 코디네이터는 비콘 전송시점을 사용가능한 타임슬롯들 중에서

가장 작은 타임슬롯을 결정한다. 따라서 상기 코디네이터는 타임슬롯 0을 비콘 전송시점으로 결정한다. 상기 코디네이터

는 상기 비콘 전송창 사이즈와 비콘 전송시점에 관한 정보를 비콘의 페이로드부에 포함시킨다. 상기 코디네이터는 상기 비

콘을 인접 노드들로 브로드캐스팅한다.

상기 비콘을 수신한 노드는 페이로드부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탐색함으로서 비콘 전송창 사이즈와 상기 코디네이터가

사용하는 비콘 전송시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게 된다. 상기 획득된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노드는 사용할 비콘 전송시점을

결정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비콘 전송시점은 사용가능한 타임슬롯들 중에서 임의로 결정한다. 상기 노드는 상기 비

콘 전송창 사이즈와 상기 코디네이터와 상기 노드의 비콘 전송시점에 관한 정보를 페이로드부에 포함시킨다. 상기 노드는

상기 비콘을 결정된 타임슬롯에서 생성한 비콘을 인접 노드들로 브로드캐스팅한다.

상기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노드들이 전송하는 타임슬롯에 관한 정보는 비콘 전송창 사이즈와 상위 노드(parent

node)가 결정한 타임슬롯 결정시점, 자신이 결정한 타임슬롯 결정시점에 관한 정보이다. 상기와 같은 과정을 수행함으로

서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노드들은 비콘 전송창 사이즈 내에서 비콘 전송시점을 결정한다. 상기 코디네이터로부터 1

홉 이내에 있지 않는 노드들은 사용가능한 타임슬롯들 중에서 가장 작은 타임슬롯을 비콘 전송시점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상기 클러스터에 새로 유입된 노드는 인접 노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타임슬롯과 상기 인접 노드의 상위 노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드에 관한 정보를 인지한다. 따라서, 상기 타임슬롯들과 중첩되지 않는 사용가능한 타임슬롯들 중에서 가

장 작은 타임슬롯을 비콘 전송시점으로 결정한다. 만약 클러스터에 새로 유임 노드가 인접 노드로부터 어떠한 비콘도 수신

할 수 없다면 사용가능한 타임슬롯들 중에서 임의로 하나 선택하여 비콘 전송시점으로 결정한다. 또는 비콘 전송창 사이즈

내의 사용가능한 타임슬롯들 중에서 마지막 타임슬롯보다 하나 앞선 타임슬롯을 비콘 전송시점으로 결정한다. 상기와 같

은 과정들을 수행함으로서 상기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노드들은 비콘 전송시점을 결정하게 된다.

-제 2단계-

상기 제 1단계를 수행한 후 상기 코디네이터는 제 2단계에서 각 노드의 비콘 전송시점을 재정렬한다. 상기 각 노드의 비콘

전송시점은 비콘 스케쥴링 토큰에 의해 재정렬된다. 상기 코디네이터는 비콘 스케쥴링 토큰을 생성한다. 상기 코디네이터

는 깊이 우선탐색(depth first search: DFS)방식으로 상기 비콘 스케쥴링 토큰을 전송한다. 상기 도 4를 이용하여 설명하

면, 상기 코디네이터는 노드1로 상기 비콘 스케쥴링 토큰을 전송하며, 상기 노드 1은 상기 노드 4로 상기 비콘 스케쥴링 토

큰을 전송한다. 상기 노드 4는 노드 9로 상기 비콘 스케쥴링 토큰을 전송한다. 상기 노드 9는 상기 비콘 스케쥴링 토큰을

상기 노드 4로 전달하면, 상기 노드 4는 노드 1로 상기 비콘 스케쥴링 토큰을 전송한다. 상기 노드 1은 노드 5로 상기 비콘

스케쥴링 토큰을 전송한다.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상기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노드들은 상기 비콘 스케쥴링 토큰

을 수신하게 된다. 이하 상기 비콘 스케쥴링 토큰을 수신한 노드에서 수행되는 동작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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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비콘 스케쥴링 토큰을 수신한 사용가능한 타임슬롯들 중에서 가장 작은 타임슬롯을 결정한다. 또한, 상기 가장 작은

타임슬롯을 결정한 상기 노드는 자신이 결정한 타임슬롯과 상위 노드가 결정한 타임슬롯을 하위노드(chileren node)들과

인접 노드(neighbor node)들로 통보한다. 따라서 상기 사용가능한 타임슬롯들은 상위노드와 인접 노드들이 통보한 타임

슬롯들을 제외한 타임슬롯들로 구성된다. 상기 과정을 수행함으로 상기 클러스터로 새로 유입되는 노드는 하나의 타임슬

롯에서 하나의 비콘만을 수신할 수 있게 된다. 상기 제 2 단계는 일정 시간단위, 또는 클러스터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 수행

한다.

상기 비콘 전송시점은 상기 제2단계만을 수행함으로서 결정될 수 있다. 즉, 상기 제 1단계를 수행없이 제2단계만을 수행함

으로서 각 노드에서 비콘 전송시점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제 1단계를 수행함으로서 상기 비콘 스케쥴링 토큰을 효율

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제 3 단계-

상기 제 3단계에서 상기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노드들은 일정시간 간격으로 비콘 전송시점을 변경한다. 즉, 상기 노드

들은 상기 비콘 전송창 사이즈의 마지막 타임슬롯으로 이동하여 비콘을 전송한다. 물론 상기 경우 상기 노드들이 중첩되지

않도록 정해진 규칙에 의해 마지막 타임슬롯으로 이동하여 비콘을 전송한다. 일반적으로 노드는 설정되어 고유한 시간 정

보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이 경우 상기 노드들에 설정되어 있는 시간 정보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타임슬롯에 적어도 2개의 비콘이 전송될 수 있다. 즉, 노드 4와 노드 5가 동일한 타임슬롯에서

비콘을 전송할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상기 노드 4 내지 노드 5로 연결을 시도하는 노드가 발생하면, 상기 노드는 충돌

이 발생한 비콘만을 수신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일정시간간격으로 마지막 타임슬롯에서 비콘을 전송하게 함으로서 상기

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본 발명에 따른 각 노드들의 비콘 전송시점을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5는 일 예로 3개의 노드를 도

시하고 있다. 상기 각 노드는 비콘 전송시점을 상기 비콘 전송창 내에서 결정한다. 상기 도 5는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상

기 노드들은 서로 중첩되지 않게 결정된 타임슬롯에서 비콘을 전송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원 발명은 각 노드가 비콘 전송창 내에서 비콘 전송시점을 결정함으로서 데이터 전송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위 노드와 인접 노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콘 전송시점을 인지함으로서 중첩되지 않는 타임슬롯을

이용하여 비콘을 전송할 수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코디네이터가 전송한 비콘을 수신하는 제1노드를 포함한 하나 이상의 노드로 구성된 제1노드그룹, 상기 제1노드가 전송

한 비콘을 수신하는 제2노드를 포함한 하나 이상의 노드로 구성된 제2노드그룹을 포함하는 통신시스템에서, 상기 코디네

이터 및 상기 제1노드에서 제1비콘 및 제2비콘을 전송하는 시점을 결정하는 비콘전송시점 결정방법에 있어서,

상기 코디네이터가 비콘 전송을 위한 비콘전송창과 상기 비콘전송창 내에서 제1 비콘전송시점을 결정하는 단계;

결정된 상기 비콘전송창과 상기 제1 비콘전송시점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상기 제1비콘을 상기 제1 비콘전송시점에서 전

송하는 단계; 및

상기 제 1노드가 수신한 상기 제1비콘에 포함되어 있는 상기 제1 비콘전송시점과 중첩되지 않게 제2 비콘전송시점을 상기

비콘전송창 내에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콘전송시점 결정방법.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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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코디네이터와, 상기 제1노드그룹 및 상기 제2노드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노드들은 깊이 우선탐색 방식으로 비콘전송

시점을 순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콘전송시점 결정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노드는 결정한 상기 비콘전송창과 상기 제1 비콘전송시점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제2 비콘을 상기 제2 노드그룹과

상기 제1노드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인접 노드들에게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콘전송시점 결정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2노드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노드들은, 상기 코디네이터와 상기 제1노드가 결정한 상기 제1 비콘전송시점과 중첩

되지 않게 상기 비콘전송창 내에서 상기 제2 비콘전송시점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콘전송시점 결정방법.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1노드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상기 인접 노드들은 상기 코디네이터와 상기 제1노드가 결정한 상기 제1 비콘전송시

점과 중첩되지 않게 상기 비콘전송창 내에서 다른 비콘전송시점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콘전송시점 결정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비콘전송창의 크기는 상기 제1노드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노드의 개수를 이용하여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콘

전송시점 결정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1노드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노드들은, 상기 제2 비콘전송시점에 대해 상기 비콘전송창을 구성하고 있는 타임슬롯

들 중에서 가장 작은 타임슬롯부터 순차적으로 하나씩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콘전송시점 결정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1노드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노드들은, 상기 비콘 전송창의 마지막 타임슬롯을 상기 제2 비콘전송시점으로 결정하

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콘전송시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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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노드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노드들은, 일정시간단위로 마지막 타임슬롯을 이용하여 제2비콘을 전송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비콘전송시점 결정방법.

청구항 10.

코디네이터가 전송한 비콘을 수신하는 제1노드를 포함한 하나 이상의 노드들로 구성된 제1노드그룹, 상기 제1노드가 전

송한 비콘을 수신하는 제2노드를 포함한 하나 이상의 노드들로 구성된 제2노드그룹을 포함하는 통신시스템에서의 비콘전

송시점 결정 장치에 있어서,

비콘 전송을 위한 비콘전송창과, 상기 비콘전송창 내에서 제1 비콘전송시점을 결정하고, 결정된 상기 비콘전송창과 상기

제1 비콘전송시점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제1비콘을 상기 제1 비콘전송시점에서 전송하는 코디네이터; 및

수신한 제1비콘에 포함되어 있는 상기 제1 비콘전송시점과 중첩되지 않게 상기 비콘전송창 내에서 제2 비콘전송시점을

결정하는 제1노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콘전송시점 결정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코디네이터와 상기 제1노드그룹 및 상기 제2노드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노드들은, 깊이 우선탐색 방식으로 비콘전송

시점을 순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콘전송시점 결정장치.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노드는, 결정한 상기 비콘전송창과 상기 제1 비콘전송시점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제2비콘을 상기 제2노드그룹과

상기 제1노드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인접 노드들에게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콘전송시점 결정장치.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2노드는, 상기 코디네이터와 상기 제1노드가 결정한 상기 제2 비콘전송시점과 중첩되지 않게 상기 비콘전송창 내

에서 다른 비콘전송시점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콘전송시점 결정장치.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1노드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인접 노드들은, 상기 코디네이터와 상기 제1노드가 결정한 상기 제1 및 상기 제2 비콘

전송시점과 중첩되지 않게 상기 비콘전송창 내에서 비콘전송시점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콘전송시점 결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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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코디네이터는, 상기 제1노드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노드들의 개수를 이용하여 상기 비콘전송창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비콘전송시점 결정장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1노드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노드들은, 상기 제2 비콘전송시점에 대해 상기 비콘전송창을 구성하고 있는 타임슬롯

들 중에서 가장 작은 타임슬롯부터 순차적으로 하나씩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콘전송시점 결정장치.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1노드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노드들은, 상기 비콘전송창의 마지막 타임슬롯을 상기 제2 비콘전송시점으로 결정하

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콘전송시점 결정장치.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제1노드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노드들은, 일정시간단위로 마지막 타임슬롯을 이용하여 제2비콘을 전송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비콘전송시점 결정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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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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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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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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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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