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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멀티홉 애드호크 통신에서의 비콘 스케쥴링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초기 클러스터링에서 비경쟁 방식의 티디엠에이(TDMA) 통신을 통해, 기지국(BS)이 다중접속/충돌회피 노드

(CN)와 게이트웨이(GW)에게 비콘 슬롯 정보를 전송해 주고, 다중접속/충돌회피 노드(CN)와 게이트웨이(GW)도 클러스

터 헤드(CH)에게 비콘 슬롯 정보를 전송해 주는 순차적인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며, 클러스터 헤드(CH)는 각 노드들로부터

가입 메시지를 수집한 후, 충돌없는 비콘 슬롯을 선택하여 각 노드에게 할당하며, 게이트웨이(GW)는 자신이 선출한 클러

스터 헤드(CH)가 사용하는 비콘전송구간(BTP) 비콘 슬롯 프레임을 비콘중계구간(BRP)에서 동일하게 사용함으로써 오버

헤드가 없도록 하는 멀티홉 애드호크 통신에서의 비콘 스케쥴링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클러스터 헤드(CH)의 비콘 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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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을 위한 별도의 초기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고, 게이트웨이(GW)의 비콘 중계 슬롯 결정을 위한 별도의 초기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충돌없는 비콘 전송으로 클러스터 헤드(CH)와 게이트웨이(GW)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

다.

대표도

도 5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각 초기 노드(IN)들에게 광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1 단계;

상기 각 초기 노드들로부터 가입 메시지(Joining Message)를 수신하는 제 2 단계; 및

상기 가입 메시지를 근거로 충돌없는 비콘 슬롯을 할당하는 제 3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 1 단계는, 기지국(BS) 또는 클러스터 헤드(CH)가 상기 각 초기 노드들에게 전송해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홉 애드호크 통신에서의 비콘 스케쥴링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 메시지는 노드 아이디(Node ID), 상태(Status), 비콘 슬롯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홉

애드호크 통신에서의 비콘 스케쥴링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단계는, 비경쟁 방식의 티디엠에이(TDMA) 통신을 통해, 비콘 전송 구간(BTP:Beacon Transmission Period)

의 비콘 슬롯을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홉 애드호크 통신에서의 비콘 스케쥴링 방법.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단계 이후, 상기 비콘 슬롯을 할당받은 초기 노드는 게이트웨이(GW), 클러스터 헤드(CH), 일반 노드(ON) 중 하

나로 전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홉 애드호크 통신에서의 비콘 스케쥴링 방법.

청구항 6.

등록특허 10-0698615

- 2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단계에서, 상기 초기 노드에 이미 비콘 슬롯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기 설정 비콘 슬롯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가

입 메시지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홉 애드호크 통신에서의 비콘 스케쥴링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단계는, 상기 기 설정 비콘 슬롯과 충돌하지 않는 비콘 슬롯을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홉 애드호크 통

신에서의 비콘 스케쥴링 방법.

청구항 8.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웨이(GW)가 상기 클러스터 헤드(CH)로부터 비콘 전송 구간(BTP)의 프레임을 비콘 슬롯으로 할당받은 경우,

상기 게이트웨이(GW)는 상기 비콘 전송 구간(BTP)의 프레임과 동일한 비콘 중계 구간(BRP)의 프레임을 비콘 슬롯으로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홉 애드호크 통신에서의 비콘 스케쥴링 방법.

청구항 9.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클러스터 헤드(CH)가 기지국(BS)으로부터 비콘 전송 구간(BTP)의 프레임을 비콘 슬롯으로 할당받은 경우, 상기 클

러스터 헤드(CH)는 상기 비콘 전송 구간(BTP)의 프레임과 충돌하지 않는 비콘 전송 구간(BTP)의 다른 프레임을 상기 게

이트웨이(GW) 또는 상기 일반 노드(ON)로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홉 애드호크 통신에서의 비콘 스케쥴링 방

법.

청구항 10.

제 5 항에 있어서,

기지국(BS)이 비콘 전송 구간(BTP)의 프레임을 통하여 게이트웨이(GW)에게 비콘 슬롯 정보를 전송해 주고, 상기 게이트

웨이(GW)가 비콘 중계 구간(BRP)의 프레임을 통하여 상기 클러스터 헤드(CH)에게 비콘 슬롯 정보를 전송해 주며, 상기

클러스터 헤드(CH)가 비콘 전송 구간(BTP)의 다른 프레임을 통하여 다른 게이트웨이(GW1)에게 비콘 슬롯 정보를 전송

해 주는 과정을 통해, 순차적인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홉 애드호크 통신에서의 비콘 스케쥴링 방

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다른 게이트웨이(GW1)는 상기 비콘 전송 구간(BTP)의 다른 프레임과 동일한 상기 비콘 중계 구간(BRP)의 다른 프

레임을 통하여 다른 클러스터 헤드(CH1)에게 비콘 슬롯 정보를 전송해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홉 애드호크 통신에

서의 비콘 스케쥴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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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멀티홉 애드호크 통신에서의 비콘 스케쥴링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초기 클러스터링에서 비경

쟁 방식의 티디엠에이(TDMA) 통신을 통해, 기지국(BS:Base Station)이 다중접속/충돌회피 노드(CN:CSMA/CA Node)

와 게이트웨이(GW)에게 비콘 슬롯 정보를 전송해 주고, 다중접속/충돌회피 노드(CN)와 게이트웨이(GW)도 클러스터 헤

드(CH:Cluster Head)에게 비콘 슬롯 정보를 전송해 주는 순차적인 클러스터링(Sequential Clustering)을 수행하며, 클러

스터 헤드(CH)는 각 노드들로부터 가입 메시지(Joining Message)를 수집한 후, 충돌없는 비콘 슬롯을 선택하여 각 노드

에게 할당하며, 게이트웨이(GW)는 자신이 선출한 클러스터 헤드(CH)가 사용하는 비콘전송구간(BTP) 비콘 슬롯 프레임

을 비콘중계구간(BRP)에서 동일하게 사용함으로써 오버헤드(Overhead)가 없도록 하는 멀티홉 애드호크 통신에서의 비

콘 스케쥴링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선 개인영역 네트워크(WPAN: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에서는 평면구조 라우팅 방식 보다는 클

러스터(Cluster)에 기반한 계층적 라우팅 방식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클러스터 기반의 계층 구조 방식에서 클러스터 내의 센터 노드 간의 충돌(Intracluster Collision)을 피하기 위한 기법으로,

센서 노드 들과 클러스터 헤드 간의 통신 방식이 크게 예약 할당 기반의 TDMA(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과

경쟁 기반의 CSMA/CA(Carrier Sense Multiple Access/Collision Avoidance)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도 1a는 단일 주파수 채널을 이용하는 예약 할당 기반의 TDMA 방식을 도시한 것이다.

도 1a에 도시된 바와 같이, WPAN의 기본 단위는 하나의 피코넷 중재자(Piconet Coordinator:PC)와 단일한 네트워크 식

별자(identifier)를 공유하는 하나 이상의 무선 디바이스(device: DEV)들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피코넷(Piconet)이다.

피코넷 중재자는 비콘(Beacon)을 전송함으로써 피코넷을 형성하고 기본적인 통신 타이밍을 제공하며, 자신이 관리하는

피코넷에 속하는 디바이스들에 대해 QoS, 동기화, 절전 모드 및 매체 접근 제어(Media Access Control: MAC) 등의 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다.

IEEE 802.15.3에 의하면 피코넷은 필요시마다 임의로 생성되며 피코넷에서는 복수의 디바이스가 각각 독립적으로 피어

투 피어(peer to peer) 방식으로 하나의 매체를 공유하며 멀티홉(multihop) 방식으로 통신하며, 이러한 피코넷을 또한 애

드혹 네트워크라 칭한다. 멀티홉 방식이라 함은, 애드혹 네트워크상의 각 무선장치 간의 통신에 있어서, 출발지로부터 전

송되는 패킷이 호스트와 라우터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수의 무선장치를 경유하여 도착지 노드에 도달하는 것을 말

한다. 이는 피코넷에서는 무선 전파의 전송 범위가 최대 10m로 제한되어 있어, 패킷이 그 출발지 노드로부터 도착지 노드

까지 직접 전송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피코넷에서는 복수의 디바이스가 하나의 매체를 공유하여 통신을 수행하므로 각 디바이스의 매체에 대한 접근

을 통제하여 적절한 타이밍으로 각 디바이스의 통신을 허용하여야 디바이스 간의 통신에 있어서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 된

다. 따라서,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클러스터에 대해 동일한 주파수 채널로 각각의 타이밍(T1, T2, T3)을 예약 할당

하여 센서 노드 간의 충돌 없이 데이터를 전송하게 된다.

그러나, TDMA 방식은 다중 클러스터 환경에서 필연적으로 인접 클러스터 간의 간섭(Intercluster Interference)이 발생

하게 된다. 즉 인접 클러스터 간의 중첩 영역에 존재하는 센서 노드 들이 데이터를 전송할 때, 이웃 클러스터 내의 데이터

전송 중인 다른 센서 노드 들에게 간섭을 미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계층적 구조에서 피코넷 간의 간섭을 회피하

기 위해 다중 주파수 채널이 필요하게 된다.

도 1b는 단일 주파수 채널을 이용하는 경쟁 기반의 CSMA/CA 방식을 도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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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경쟁 기반의 CSMA/CA 방식은 클러스터 내의 클러스터 헤드(CH)와 센서 노드 간에 RTS

(Reques To Send)/CTS(Clear To Send) 신호를 사용하여 센서 노드 간의 충돌 없이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법이다. 하지

만, 단일 주파수 채널을 이용한 브로드캐스트 방식이므로, 센서 노드 들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노드 간의 충돌이 급격히 증

가하여 데이터를 재전송하는 횟수가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충돌을 줄이기 위한 비콘 슬롯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문제

점이 있다.

도 1c는 비콘전송구간(BTP)과 비콘중계구간(BRP)에서의 비콘 충돌을 도시한 것이다.

도 1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비콘과 쿼리는 BTP(Beacon Transmission Period)와 BRP(Beacon Relay Period)에서 전송

되는데, BTP에서는 클러스터 헤드(CH) 또는 BS(Base Station)에 의해 전송되며, BRP에서는 게이트웨이(GW1)에 의해

전송된다.

즉, CH 또는 BS는 첫번째 프레임의 BTP에서 자신의 클러스터 내에 존재하는 게이트웨이(GW1), TN(TDMA Node), 및

CN(CSMA/CA Noce)들에게 비콘과 쿼리를 전송하고, 이에 대하여 CH 또는 BS로부터 비콘과 쿼리를 수신한 게이트웨이

(GW1, GW2)는 첫번째 프레임의 BRP에서 이웃하는 클러스터 헤드(CH1, CH2)에게 비콘과 쿼리를 전달한다.

그런데, BTP에서 다수의 클러스터 헤드(CH)는 브로드캐스트 방식으로 비콘과 쿼리를 전달하는데, 클러스터 헤드(CH) 간

이 2홉이므로 Active/Passive Scanning을 통한 충돌 회피가 불가능하고, BRP에서 다수의 게이트웨이(GW)는 비콘과 쿼

리를 유니캐스트(Unicast) 방식으로 클러스터 헤드(CH)에게 전달하는데, 게이트웨이(GW) 간이 1홉 또는 2홉이므로

Active/Passive Scanning을 통한 충돌 회피가 불가능하며, 비콘 정보의 지연 및 클러스터 헤드(CH)와 게이트웨이(GW)

의 추가적인 에너지 소모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은, 초기 클러스터링에서 비경쟁 방식의 티디엠에이(TDMA) 통신을 통해, 기지국

(BS)이 다중접속/충돌회피 노드(CN)와 게이트웨이(GW)에게 비콘 슬롯 정보를 전송해 주고, 다중접속/충돌회피 노드

(CN)와 게이트웨이(GW)도 클러스터 헤드(CH)에게 비콘 슬롯 정보를 전송해 주는 순차적인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며, 클러

스터 헤드(CH)는 각 노드들로부터 가입 메시지를 수집한 후, 충돌없는 비콘 슬롯을 선택하여 각 노드에게 할당하며, 게이

트웨이(GW)는 자신이 선출한 클러스터 헤드(CH)가 사용하는 비콘전송구간(BTP) 비콘 슬롯 프레임을 비콘중계구간

(BRP)에서 동일하게 사용함으로써 오버헤드가 없도록 하는 멀티홉 애드호크 통신에서의 비콘 스케쥴링 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멀티홉 애드호크 통신에서의 비콘 스케쥴링 방법은, 각 초기 노드(IN)들에게 광

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1 단계; 상기 각 초기 노드들로부터 가입 메시지를 수신하는 제 2 단계; 및 상기 가입 메시지를 근

거로 충돌없는 비콘 슬롯을 할당하는 제 3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가입 메시지는 노드 아이디, 상태, 비콘 슬롯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제 3 단계는, 비경쟁 방식의 티디엠

에이(TDMA) 통신을 통해, 비콘 전송 구간(BTP)의 비콘 슬롯을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제 1 단계는, 기지국(BS) 또는 클러스터 헤드(CH)가 상기 각 초기 노드들에게 전송해 주며, 상기 제 3 단계 이

후, 상기 비콘 슬롯을 할당받은 초기 노드는 게이트웨이(GW), 클러스터 헤드(CH), 일반 노드(ON) 중 하나로 전환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제 2 단계에서, 상기 초기 노드에 이미 비콘 슬롯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기 설정 비콘 슬롯에 대한 정보가 포함

된 가입 메시지를 수신하며, 상기 제 3 단계는, 상기 기 설정 비콘 슬롯과 충돌하지 않는 비콘 슬롯을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한다.

또한, 상기 게이트웨이(GW)가 상기 클러스터 헤드(CH)로부터 비콘 전송 구간(BTP)의 프레임을 비콘 슬롯으로 할당받은

경우, 상기 게이트웨이(GW)는 상기 비콘 전송 구간(BTP)의 프레임과 동일한 비콘 중계 구간(BRP)의 프레임을 비콘 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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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용하며, 상기 클러스터 헤드(CH)가 상기 기지국(BS)으로부터 비콘 전송 구간(BTP)의 프레임을 비콘 슬롯으로 할

당받은 경우, 상기 클러스터 헤드(CH)는 상기 비콘 전송 구간(BTP)의 프레임과 충돌하지 않는 비콘 전송 구간(BTP)의 다

른 프레임을 상기 게이트웨이(GW) 또는 상기 일반 노드(ON)로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기지국(BS)이 비콘 전송 구간(BTP)의 프레임을 통하여 게이트웨이(GW)에게 비콘 슬롯 정보를 전송해 주고, 상기

게이트웨이(GW)가 비콘 중계 구간(BRP)의 프레임을 통하여 상기 클러스터 헤드(CH)에게 비콘 슬롯 정보를 전송해 주며,

상기 클러스터 헤드(CH)가 비콘 전송 구간(BTP)의 다른 프레임을 통하여 다른 게이트웨이(GW1)에게 비콘 슬롯 정보를

전송해 주는 과정을 통해 순차적인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며, 상기 다른 게이트웨이(GW1)는 상기 비콘 전송 구간(BTP)의

다른 프레임과 동일한 상기 비콘 중계 구간(BRP)의 다른 프레임을 통하여 다른 클러스터 헤드(CH1)에게 비콘 슬롯 정보

를 전송해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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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각 도면의 구성요소들에 참조부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

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부호를 가지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구성 또는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흐릴 수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순차적인 클러스터링을 통한 비콘 스케쥴링 과정을 도시한 것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비콘 스케쥴링을 위한 순차적인 클러스터링은 기지국(BS)이 게이트웨이(GW)와

다중접속노드(CN)에게 비콘 슬롯 정보를 전송해 주고, 이 비콘 슬롯 정보를 수신한 게이트웨이(GW)와 다중접속노드(CN)

가 클러스터 반경 내의 클러스터 헤드(CH)로 선출된 클러스터 헤드(CH1)에게 비콘 슬롯 정보를 전송해 주게 된다.

여기서, 클러스터 헤드(CH)는 클러스터를 관장하는 노드로서, 자신의 클러스터 내에 존재하는 GW, TN, 및 CN에게 비콘

과 쿼리를 전송하고, 그들로부터 수신한 데이터를 축약하며, 자신에게 비콘과 쿼리를 전송하였던 GW에게 축약된 데이터

를 전송한다. 또한, CH는 후술할 TDMA 부프레임(Sub_Frame)의 자원을 관리하는데, 이러한 면에서 CH는 코디네이터

(Coordinator)의 기능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게이트웨이(GW)는 둘 이상의 CH들과 단일 홉 연결이 설정된 노드들 중 특정 알고리즘에 의해 선택된 노드이다. GW는

CH로부터 수신한 비콘과 쿼리를 이웃 CH에게 전달하며, 그 이웃 CH로부터 수신한 데이터를 자신에게 비콘과 쿼리를 전

송하였던 CH로 전달한다. 이때, 이웃 CH는 이웃 클러스터의 CH를 말한다.

TN(TDMA Node)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된 사건에 대한 데이터를 자신에게 비콘과 쿼리를 전송하였던 CH에게 전송하는

센서 노드이다. 또한, TN은 하나의 CH와 단일 홉 연결이 설정된 노드이다. 즉, TN은 '클러스터들이 중첩되지 않은 영역'

(이하, '비중첩 영역'으로 약칭한다.)에 존재한다. TN은 TDMA 방식으로 매체 접근하여 CH와 통신한다.

CN(CSMA/CA Node)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된 사건에 대한 데이터를 자신에게 비콘과 쿼리를 전송하였던 CH에게 전송하

는 센서 노드라는 점에서 TN과 동일하다. 하지만, CN은 둘 이상의 CH들과 단일 홉 연결이 설정된 노드라는 점에서 TN과

구별된다. 즉, CN은 '클러스터들이 중첩된 영역'(이하, '중첩 영역'으로 약칭한다.)에 존재한다. CN은 CSMA/CA 방식으로

매체 접근하여 CH와 통신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비콘 스케쥴링에 이용되는 프레임의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비콘 스케쥴링에 이용되는 프레임은 BTP(Beacon Transmission Period : 비콘전송구간),

TDMA 부프레임(Sub_frame), BRP(Beacon Relay Period : 비콘중계구간), 및 CSMA/CA 부프레임(Sub_frame)을 구비

한다. 도 3에 도시된 바에 의하면, BTP, TDMA 부프레임, BRP, 및 CSMA/CA 부프레임의 길이는 각각 TBTP, TTDMA,

TBRP, 및 TCSMA/CA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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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에서, BTP는 CH의 하향 링크 데이터 전송에 이용되며, CH가 BTP를 통해 GW, CN, TN에게 브로드캐스트 방식으로

전송하게 된다. 또한, CH는 TDMA 슬롯정보를 BTP를 통해 각 TN에게 알려준다. 여기서, TDMA 슬롯정보는 TDMA 부

프레임에서 각 TN에 할당된 TDMA 슬롯에 대한 정보이다. 효율적인 전송을 위해, 이 TDMA 슬롯정보는 비콘과 쿼리와

함께 전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TDMA 부프레임은 TN이 자신에게 비콘과 쿼리를 전송하였던 CH에게 데이터를 전송할 때 이용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TN은 TDMA 부프레임 중 자신에게 할당된 TDMA 슬롯을 통해 매체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전송한다. 즉, TDMA 부프레임

은 TN의 상향 링크 데이터 전송에 이용된다.

BRP는 GW가 BTP를 통해 CH로부터 수신한 비콘과 쿼리를 이웃 CH에게 유니캐스트 방식으로 전달할 때 이용한다. 즉,

BRP는 GW의 하향 링크 데이터 전송에 이용된다.

CSMA/CA 부프레임은 CH, GW, 및 CN 들이 경쟁을 통해 매체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때 이용한다. 구체적으로,

GW와 CN은 자신에게 비콘을 전송하였더 CH에게 데이터를 전송하고, CH는 GW와 CN 들로부터 수신하여 축약한 데이터

를 자신에게 비콘과 쿼리를 전송하였던 GW로 전송한다. 즉, CSMA/CA 부프레임은, CH, GW, 및 CN 들의 상향 링크 데이

터 전송에 이용된다.

도 4는 BTP와 BRP의 프레임을 이용한 비콘의 스케쥴링 과정을 도시한 것이다.

도 4a와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지국(BS)은 BTP의 첫번째 프레임을 통해 게이트웨이1(GW1)에게 비콘 슬롯 정보

를 알려주고(①), 이를 수신한 게이트웨이1(GW1)은 BRP의 두번째 프레임을 통해 클러스터 헤드1(CH1)에게 비콘 슬롯

정보를 알려주며(②), 이를 수신한 클러스터 헤드1(CH1)은 BTP의 두번째 프레임을 통해 게이트웨이2(GW2)에게 비콘 슬

롯 정보를 알려준다(③).

한편, 기지국(BS)은 BTP의 첫번째 프레임을 통해 게이트웨이3(GW3)에게 비콘 슬롯 정보를 알려주고(③), 이를 수신한

게이트웨이3(GW3)은 BRP의 세번째 프레임을 통해 클러스터 헤드3(CH3)에게 비콘 슬롯 정보를 알려준다(④).

이어, 클러스터 헤드1(CH1)로부터 BTP의 두번째 프레임을 통해 비콘 슬롯 정보를 수신한 게이트웨이2(GW2)는 BRP의

세번째 프레임을 통해 클러스터 헤드2(CH2)에게 비콘 슬롯 정보를 알려준다(④).

도 5는 초기 클러스터링에서 비콘 슬롯의 할당 과정을 도시한 것이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초기 클러스터링은 기지국(BS)을 비롯한 제1 초기 노드(IN1:Initial Node 1), 제2 초기 노드

(IN2), 및 제3 초기 노드(IN3) 간에 이루어진다.

초기 클러스터링에서는 먼저 기지국(BS)이 클러스터 헤드(CH)를 선택(CH election)한다(S502).

그리고, 기지국(BS)은 1홉 반경 내의 각 초기 노드(IN1, IN2)에게 광고(Advertisement) 메시지를 전송해 준다(S504).

이에 대해, 광고 메시지를 수신한 초기 노드(IN1, IN2)는 이전의 비콘 수신 정보가 포함된 가입 메시지(Joining Message)

를 기지국(BS)에게 전송해 준다(S506). 이때, 가입 메시지에는 노드 아이디(Node ID), 상태(Status), 비콘 슬롯(Beacon

Slot)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기지국(BS)은 각 초기 노드(IN1, IN2)로부터 가입 메시지를 수집한 후, 각 초기 노드에 대해 충돌없는 BTP 비콘 슬롯1

(Beacon slot1)을 선정하고, 선정한 BTP 비콘 슬롯1이 포함된 비콘 할당 메시지를 BTP를 통하여 브로드캐스트

(Broadcast)한다(S508). 이때, 비콘 할당 메시지에는 노드 아이디(Node ID), 클러스터 비콘 슬롯(Cluster Beacon slot)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제1 초기 노드(IN1)는 BTP 비콘 슬롯1을 할당받은 후, 비콘 슬롯에 대한 정보를 근거로 게이트웨이로 선택(GW

election)된다(S510).

또한, 기지국(BS)으로부터 BTP 비콘 슬롯1을 할당받은 제2 초기 노드(IN2)는 비콘 슬롯에 대한 정보를 근거로 클러스터

헤드로 선택(CH election)된다(S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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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제2 초기 노드(IN2)였던 클러스터 헤드(CH)는 1홉 반경 내의 다른 노드들(IN1, IN3)에게 광고 메시지를 전송해 준

다(S514).

이에 대해, 클러스터 헤드(CH)로부터 광고 메시지를 수신한 제3 초기 노드(IN3)는 노드 아이디(Node ID)와 상태(Status),

및 이전 비콘 슬롯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가입 메시지를 클러스터 헤드(CH)에게 전송한다(S516).

또한, 제1 초기 노드(IN1)였던 게이트웨이(GW)는 기지국(BS)으로부터 BTP 비콘 슬롯1을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현재 BTP 비콘 슬롯1이 사용 중임을 알리는 가입 메시지를 클러스터 헤드(CH)에게 전송해 준다(S518).

따라서, 클러스터 헤드(CH)는 제1 초기 노드(IN1)와 제3 초기 노드(IN3)에게 BTP 비콘 슬롯1과 충돌없는 BTP 비콘 슬롯

3이 포함된 비콘 할당 메시지를 전송해 준다(S520).

이후, 기지국(BS)을 비롯한 게이트웨이(IN1)와 클러스터 헤드(CH) 및 제3 초기 노드(IN3)는 할당받은 비콘 슬롯 정보를

근거로 클러스터링 설정(Clustering Setup)을 수행한다(S522). 이에 따라, 제3 초기 노드(IN3)는 BTP 비콘 슬롯3을 근거

로 일반 노드(ON:Ordinary Node)가 된다.

따라서, 기지국(BS)에서 게이트웨이(IN1)로는 BTP의 첫번째 프레임인 BTP 비콘 슬롯1을 통해 비콘과 쿼리가 전송되고

(S524), 클러스터 헤드(CH)에서 게이트웨이(GW)와 일반 노드(ON)로는 BTP의 세번째 프레임인 BTP 비콘 슬롯3을 통해

비콘과 쿼리가 전송되게 된다(S526). 그리고, 게이트웨이(IN1)에서 클러스터 헤드(CH)로는 클러스터 헤드(CH)로부터 할

당받은 BTP 비콘 슬롯3과 동일한 BRP의 세번째 프레임을 통해 비콘과 쿼리가 전송되게 된다(S528).

도 6은 Parent CH와 Child CH에 따른 비콘 슬롯 할당 과정을 도시한 것이다.

일반적인 IEEE 802.15.3에서는 Parent PNT(PC)와 Chile PNC(Dv)는 1홉 관계로써, Child PNC(PC)의 갯수만큼 시분할

이 요구되나, 본 발명에서는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Child CH의 갯수와 관련없이 TN(TDMA Node)에 대한 비콘 슬롯

프레임(T1)과, GW(GateWay)에 대한 BRP 비콘 슬롯 프레임, 즉 2개의 부프레임만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도 7은 멀티홉 네트워크에서의 세대간 비콘 슬롯을 도시한 것이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비콘만의 구간(Beacon-only Period)에는 비콘과 비콘 사이에 경계 간격(Guard Interval)이 다

수로 구비되어 있다.

도 7에서, 부모 세대 코디네이터(Parent Coordinator)에는 비콘 구간과 이전 비콘 지연(postBeaconDelay) 구간을 포함

하는 비콘만의 구간과, 활성(Active) 구간 등으로 이루어지며, 자녀 세대 코디네이터(Child Coordinator)에는 웨이크업

(Wake-up) 구간과 비콘 구간, 이전 비콘 지연(postBeaconDelay) 구간을 포함하는 비콘만의 구간과, 활성 구간, 비활성

구간 등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자녀 세대 코디네이터의 이전 비콘 지연 구간과 활성 구간이 부모 세대 코디네이터에 비

해 더 작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손자 세대 코디네이터(Grandchild Coordinator)는 자녀 세대 코디네이터와 마찬가

지로 웨이크업(Wake-up) 구간과 비콘 구간, 이전 비콘 지연(postBeaconDelay) 구간을 포함하는 비콘만의 구간과, 활성

구간, 비활성 구간 등으로 이루어지지만, 자녀 세대 코디네이터보다는 이전 비콘 지연 구간과 활성 구간이 더 작아졌음을

알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초기 클러스터링에서 비경쟁 방식의 티디엠에이(TDMA) 통신을 통해, 기지국(BS)이

다중접속/충돌회피 노드(CN)와 게이트웨이(GW)에게 비콘 슬롯을 할당하고, 다중접속/충돌회피 노드(CN)와 게이트웨이

(GW)도 클러스터 헤드(CH)에게 비콘 슬롯을 할당하여 순차적인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며, 클러스터 헤드(CH)는 각 노드들

로부터 가입 메시지를 수집한 후, 충돌없는 비콘 슬롯을 선택하여 각 노드에게 할당하며, 게이트웨이(GW)는 자신이 선출

한 클러스터 헤드(CH)가 사용하는 비콘전송구간(BTP) 비콘 슬롯 프레임을 비콘중계구간(BRP)에서 동일하게 사용함으로

써 오버헤드가 없도록 하는 멀티홉 애드호크 통신에서의 비콘 스케쥴링 방법을 실현할 수 있다.

이상의 설명은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 개시된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실

시예에 의하여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의 범위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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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보호 범위는 아래의 청구범위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기술 사상은 본 발명

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클러스터 헤드(CH)가 비콘 슬롯의 선정을 위해 2홉간의 정보를 얻기 위한

별도의 초기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고, 게이트웨이(GW)도 비콘 중계 슬롯을 결정하기 위해 RTS/CTS 경쟁을 하는 별도의

초기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또한, 클러스터 헤드(CH)와 게이트웨이(GW)간에 충돌없는 비콘 전송으로 클러스터 헤드(CH)와 게이트웨이(GW)의 수명

을 연장시킬 수 있으며, 비콘 전송 구간 및 비콘 중계 구간의 최소화를 통해 전체 네트워크의 수명을 연장하고, 대역 효율

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단일 주파수 채널을 이용하는 예약 할당 기반의 TDMA 방식을 도시한 것이고,

도 1b는 단일 주파수 채널을 이용하는 경쟁 기반의 CSMA/CA 방식을 도시한 것이고,

도 1c는 비콘전송구간(BTP)과 비콘중계구간(BRP)에서의 비콘 충돌을 도시한 것이고,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순차적인 클러스터링을 통한 비콘 스케쥴링 과정을 도시한 것이고,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비콘 스케쥴링에 이용되는 프레임의 구조를 도시한 것이고,

도 4는 BTP와 BRP의 프레임을 이용한 비콘의 스케쥴링을 도시한 것이고,

도 5는 초기 클러스터링에서 비콘 슬롯의 할당 과정을 도시한 것이고,

도 6은 Parent CH와 Child CH에 따른 비콘 슬롯 할당 과정을 도시한 것이고,

도 7은 멀티홉 네트워크에서의 세대간 비콘 슬롯을 도시한 것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BS : 기지국 CH : 클러스터 헤드

GW : 게이트웨이 BTP : 비콘 전송 구간

BRP : 비콘 중계 구간 ON : 일반 노드

CN : 다중접속/충돌회피 노드 TN : TDMA 노드

IN : 초기 노드 PC : 피코넷 중재자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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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a

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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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c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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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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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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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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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등록특허 10-0698615

- 15 -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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