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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고속 무선 개인영역 네트워크에서 채널시간 할당방법

요약

고속 무선 개인영역 네트워크에서 채널시간 할당방법 및 이 방법을 사용하는 무선시스템이 개시된다. 본 채널시간 할당방

법은, 하나의 중재자로부터 브로드캐스트되는 동기신호에 의해 동기화 되는 무선 개인영역 네트워크 환경에서, 무선 개인

영역 네트워크에 링크된 복수의 무선장치 중 어느 하나가 중재자에게 전송할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의 특성에 대응되는 채

널시간의 할당을 요청하는 코맨드를 전송하는 단계, 및 중재자가 상기 코맨드를 참조하여 채널시간을 할당하고, 할당된 채

널시간에 대한 정보를 동기신호에 실어 복수의 무선장치에 브로드캐스트 하는 단계를 구비한다. 이에 의해, MPEG-2 비디

오와 같은 VBR 스트림 데이터의 특성에 맞도록 채널시간을 할당할 수 있어, VBR 스트림의 QoS를 제공하며, I 프레임의

전송에 신뢰성을 향상시켜 전체적으로 프레임의 디코딩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WPAN, PAN, VBR, MPEG-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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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일반적인 무선 개인영역 네트워크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채널시간 할당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디바이스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채널시간 할당방법의 설명에 제공되는 메시지 시퀸스 차트,

도 4는 종래의 채널시간 요청 코맨드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5는 도 4의 채널시간 요청 코맨드에 부가되는 필드를 도시한 도면,

도 6은 Itime, Ptime, 및 Btime을 산출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채널시간 할당방법과 종래의 채널시간 할당방법을 비교한 도면, 그리고

도 8 내지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채널시간 할당방법과 종래의 채널시간 할당방법과의 성능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도시

한 것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20, 30, 40, 50 : 데이터 디바이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채널시간 할당방법 및 이 방법을 사용하는 무선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무선 개인영역 네트워크

에서 MPEG-2 비디오와 같은 VBR(Variable Bit Rate) 스트림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채널시간 할당방법 및 이 방

법을 사용하는 무선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무선 개인영역 네트워크(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이하 'WPAN'이라 함)은 기존의 PAN(Personal Area

Network)을 무선으로 구현한다는 개념이다. 개인영역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PAN은 널리 알려진 근거리통신망(LAN)이나

원거리통신망 (WAN)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개인마다 각각 고유한 네트워크를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즉, 한 사람이 소유

하고 있는 기기가 제각기 그 사람의 편리를 목적으로 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PAN을 무선으로 구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IEEE 802.15 워킹그룹(Working Group)은 단거리 무선 네트워크의

표준으로 WPAN을 정하고, 그 아래 4개의 Task Group을 두고있다. IEEE 802.15.1이 유명한 블루투스(Bluetooth)이며,

IEEE 802.15.3 은 고속(high rate) WPAN, IEEE 802.15.4는 저속(low rate) WPAN을 다루고 있다.

WPAN은 근거리 무선 네트워크로서, PC,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 무선 프린트, 저장 장치, 무선 전화기, 셋톱 박스 등 다양

한 종류의 전자 장비들과 같은 휴대용 컴퓨팅 장비들을 지원한다. 나아가서, IEEE 802.15.3 표준이나 혹은 IEEE

802.15.3a 등과 같이 이를 개선한 표준(이하 'IEEE 802.15.3x'이라 함)에 따르는 고속 WPAN는, 근거리 무선환경에서 실

시간 비디오 및 고품질 오디오, 대용량 파일전송을 가능케 한다. 즉, 고속 WPAN의 중요한 응용분야가 멀티미디어 스트리

밍 (meltimedia streaming)으로서, 디지털 캠코더에서 TV 스크린으로 재생하거나 비디오 파일을 PC 등으로 저장하는 경

우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IEEE 802.15.3x 표준은 멀티미디어 QoS(Quality of Service)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CFP(Contention Free Period)를 두고, 이 구간에서 TDMA( 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을 사용하도록 구성되

어 있다.

그런데, MPEG-2 비디오는 시간별 프레임(frame)의 크기가 다른 VBR (Variable Bit Rate) 스트림 특성을 지닌다. 따라

서, VBR 스트림을 TDMA(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할 때, 가장 큰 프레임의 크기에 맞춰 채

널시간을 할당하는 것은 P 프레임이나 B 프레임 전송시 시간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반면에, 최대 데이터 속도(Peak

data rate)로 채널시간을 할당하지 않는다면 I 프레임 또는 P 프레임의 전송시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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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각 프레임의 크기에 맞춰 채널시간을 할당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무선 채널의 에러 확률이 유선보다 높고, I 프레

임의 경우, 다른 프레임의 디코딩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I 프레임에 대해서는 전송의 신뢰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

성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채널시간 할당방법은 MPEG-2 비디오와 같은 VBR 스트림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즉,

현재의 채널시간 할당방법은 수퍼프레임(superframe)마다 고정된 크기로 채널시간을 할당하므로, VBR 스트림의 가변적

인 시간 요구량을 만족시킬 수 없다. 또한, 수퍼프레임 단위를 주기로 채널시간을 할당하므로 VBR 스트림의 고유한 주기

성과 맞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프레임을 전송해야 할 시점에서는 채널시간이 할당되어 있지 않거나, 프레임을 전송할

필요가 없는 시점에서는 불필요하게 채널시간이 할당되는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TDMA방식에서 채널시간을 동적으로 할당하는 몇가지 방법이 제안되어 있다. 첫번째 방

법은, 중앙의 컨트롤러가 각 사용자 혹은 디바이스의 현재 채널 사용량을 검사하여, 그 값이 기 할당된 슬롯수보다 크면 슬

롯 할당을 증가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슬롯 할당을 줄이는 방법이다. 두번째 방법은, 각 사용자의 현재 큐 사이즈를 컨트롤

러에게 항상 피드백하고, 컨트롤러는 이를 참조하여 동적으로 채널 시간을 추가적으로 할당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첫

번째 방법의 경우, 과거의 사용량 측정치로 미래의 채널시간 할당량을 결정하게 되므로, MPEG-2 비디오와 같은 VBR 스

트림의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두번째 방법은 현재 요구량을 참조하여 추가적으로 채널시간을 할당해

야 하므로 현재 프레임의 전송 기한내에 채널시간을 할당할 수 있는 보장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나아가서, 이러한 방

법들은, 항상 중앙의 컨트롤러가 각 사용자 혹은 디바이스의 현재 채널 사용량 혹은 요구량을 모니터링해야 하는 오버해드

(overhead)를 발생시키는 공통적인 문제점도 발생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고속 WPAN에서 MPEG-2 비디오

와 같은 VBR 스트림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채널시간 할당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채널시간 할당방법은, 하나의 중재자로부터 브로드캐스트되는 동기신호에 의

해 동기화 되는 무선 개인영역 네트워크 환경에서, 상기 무선 개인영역 네트워크에 링크된 복수의 무선장치 중 어느 하나

가 상기 중재자에게 전송할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의 특성에 대응되는 채널시간의 할당을 요청하는 코맨드를 전송하는 단

계, 및 상기 중재자가 상기 코맨드를 참조하여 채널시간을 할당하고, 할당된 채널시간에 대한 정보를 상기 동기신호에 삽

입하여 상기 복수의 무선장치에 브로드캐스트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동기신호에 삽입된 상기 할당된 채널시간에 대한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상기

복수의 무선장치간에 송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상기 개인영역 네트워크는, IEEE 802.15.3x 표준의 고속 WPAN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이며, 상기 브로드캐스트 하는 단계에서, 상기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의 프레임 주기에

따라 수퍼프레임의 주기를 조절하여 상기 채널시간을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채널시간의 할당을 요청하는 코맨드는, 상기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의 특성을 나타내는 필드를 채널시간 요청 코맨드

에 부가하여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며, 상기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는, MPEG-2 비디오 형태의 VBR 스트림인 것이 가능하

다.

이때, 상기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의 특성을 나타내는 필드는,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의 타입, 부가된 필드의 총길이, 채널시

간 할당의 주기, GOP의 프레임수, P 프레임간의 간격, 최대 I 프레임의 크기에 대응하는 시간, 최대 P 프레임의 크기에 대

응하는 시간, 및 최대 B 프레임의 크기에 대응하는 시간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기 복수의 무선장치는 IEEE 802.15.3x 표준의 계층관리를 사용하며, 상기 어플리케이션 특성을 MLEM(MAC Layer

Management Entity)에 전송하는 MLEM SAP을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무선시스템은, 무선 개인영역 네트워크 환경에서 동작하며, 상기 무선 개인영역 네트워크에 링크된

복수의 무선장치, 및 상기 복수의 무선장치에 동기신호를 브로드캐스트하여 동기화시키는 중재자를 포함하며, 상기 복수

의 무선장치 중 어느 하나가 상기 중재자에게 전송할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의 특성에 대응되는 채널시간의 할당을 요청하

는 코맨드를 전송하면, 상기 중재자가 상기 코맨드를 참조하여 할당된 채널시간에 대한 정보를 상기 동기신호에 실어 상기

복수의 무선장치에 브로드캐스트 하고, 상기 복수의 무선장치는 할당된 채널시간에 기초하여 상기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송수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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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개인영역 네트워크는, IEEE 802.15.3x 표준의 고속 WPAN(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이며, 상기 중재자

는, 상기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의 프레임 주기에 따라 수퍼프레임의 주기를 조절하여 상기 채널시간을 할당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상기 채널시간의 할당을 요청하는 코맨드는, 상기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의 특성을 나타내는 필드를 채널시간 요청

코맨드에 부가하여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는, MPEG-2 비디오 형태의 VBR 스트림인 것이

가능하다. 이때, 상기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의 특성을 나타내는 필드는,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의 타입, 부가된 필드의 총길

이, 채널시간 할당의 주기, GOP의 프레임수, P 프레임간의 간격, 최대 I 프레임의 크기에 대응하는 시간, 최대 P 프레임의

크기에 대응하는 시간, 및 최대 B 프레임의 크기에 대응하는 시간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그리고, 상기 복수의 무선장치는 IEEE 802.15.3x 표준의 계층관리를 사용하며, 상기 어플리케이션 특성을

MLEM(MAC Layer Management Entity)에 전송하는 MLEM SAP을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에서는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일반적인 WPAN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면을 참조하면, WPAN환경하에서 복수의 데이터 디바이스

(DEV)(10~50)는 하나의 피코넷(piconet)을 구성하며, 피코넷내의 하나의 데이터 디바이스(50)가 피코넷 중재자(Piconet

Cordinator, 이하 'PNC'이라 함)가 된다. PNC(50)는 나머지 데이터 디바이스, 즉 DEV1(10), DEV2(20), DEV3(30), 및

DEV4(40)에 동기신호인 비이콘(beacon)을 브로드캐스트 하여, 피코넷에 링크된 데이터 디바이스를 동기화시킨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채널시간 할당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디바이스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면을 참조하면,

데이터 디바이스의 구성은 IEEE 802.15.3x 표준의 계층관리(layer managemt)를 기본으로 하며, DME(Device

Magement Entity) 위의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Application profile) 및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채널시간 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MLME SAP (MAC Layer Management Entity Service Access Point)에 차

이점이 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은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의 특성을 기술하는 양식으로서, 각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

진다. 본 발명에서는 MPEG-2 비디오에 대한 프로파일을 다음의 [표 1]과 같이 정의 한다.

[표 1]

 파라미터  설명

 frame rate  초당 프레임 수

 N  GOP의 프레임 수

 M  Predictive 프레임간 간격

 E  Envelope을 구성하는 GOP 수

 Imax  Envelop에서 가장 큰 I 프레임의 크기

 Pmax  Envelop에서 가장 큰 P 프레임의 크기

 Bmax  Envelop에서 가장 큰 B 프레임의 크기

[표 1]에서 엔벌로프(Envelope)란 여러개의 GOP(Group Of Picture)들을 묶은 것으로 프레임 종류별 채널시간을 산출하

는 대상을 말한다. 전체 MPEG-2 비디오 스트림은 [표 1]의 파라미터 E 에 의해 한개 이상의 엔벌로프로 나뉘어 진다.

도 3는 본 발명에 따른 채널시간 할당방법의 설명에 제공되는 메시지 시퀀스 차트(MSC)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먼저

DEV1(10)은 PNC(50)에 채널시간 요청 코맨드(channel time request command)를 전송한다(S100). DEV1(10)가

PNC(50)에게 전송하는 채널시간 요청 코맨드는,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은, IEEE 802.15.3x 에 규정된 채널시간 요청 코

맨드에,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넘겨 받은 파라미터들이 부가된다. 즉,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은 새로운 필드가 기존의 채

널시간 요청 코맨드의 마지막에 추가된다. 도 5에서,타입(TYPE) 필드는 MPEG-2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의 타입을 나타내

며, Len 필드는 뒤따르는 필드의 길이를 나타낸다. 프레임률(Frame rate) 필드는 CTA(Channel Time Allocation)의 주

기를 나타내며, N 필드와 M 필드는 [표 1]에서 정의된 바와 같다. Itime 필드는 가장 큰 I 필드의 크기에 대응하는 시간,

Ptime은 가장 큰 P 필드의 크기에 대응하는 시간, Btime은 가장 큰 B필드의 크기에 대응하는 시간을 각각 나타낸다. 따라

서, Itime, Ptime, 및 Btime은 각각 [표 1]의 Imax, Pmax, 및 Bmax 파라미터의 값을 이용하여 계산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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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각 엔벌로프의 Imax, Pmax, Bmax 파라미터 값에서 Itime, Ptime, Btime 필드값을 결정하는 방법을 도시하고 있

다. 도 6을 참조하면, 주어진 엔벌로프에서 I 프레임의 가장 큰 값에 ACK/재전송을 위한 시간을 더한 값이 Itime이 되고, P

프레임 및 B 프레임의 가장 큰 값이 각각 Ptime 및 Btime이 된다.

한편, DEV1(10)에서 채널시간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은, 내부적으로 MLME 가 MLME SAP 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의 특성을 넘겨 받고, 이를 반영한 채널시간 요청 메시지를 PNC(50)에 전송하게 된다. 즉, MPEG-2 스트림은 엔벌로프 단

위로 나누어 지므로, 각 엔벌로프의 Imax, Pmax, Bmax 파라미터 값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MLME SAP을 통해 MLME에

게 알려지게 되고, MLME는 이를 반영한 적절한 채널시간 요청 코맨드를 PNC(50)에 전송하여 채널시간 할당을 요청한다.

PNC(50)는 DEV1(10)으로부터 채널시간 요청 코맨드를 받은 경우, ACK 신호를 DEV1(10)에 전송한다(S110). 이후

PNC(50)는 리소스를 검사하여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채널시간 응답 코맨드를 DEV1(10)에 전송하고(S120),

DEV1(10)은 이에 대한 ACK 신호를 PNC(50)에 전송한다(S130). 다음으로 PNC(50)는 채널시간 요청 코맨드에 부가된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을 검사한다. 검사결과, 타입 필드가 MPEG-2를 의미하는 경우, 뒤따르는 필드들을 인식하기 시작한

다. 이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의 프레임 필드에 맞춰 현재의 수퍼프레임의 주기를 조정하여, pseudo-static CTA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즉, PNC(50)는 전송된 채널시간 요청 코맨드에 부가된 N, M 필드로부터 GOP의 프레임 배치를 알아

내고, Itime, Ptime, Btime 필드값에 맞춰 수퍼프레임의 시간을 할당하고, 이러한 정보를 비이콘의 CTA IE(Channel

Time Allocation IE)를 실어 브로드 캐스트한다(S140).

비이콘을 통해 채널시간이 할당되었다는 정보를 수신한 DEV1(10) 및 DEV2(20)는 할당된 채널시간에 맞추어 어플리케이

션 데이터를 송수신한다(S150).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 MPEG-2 비디오와 같은 형태의 VBR 스트림을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채널시간이 할당된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채널시간 할당방법과 종래의 채널시간 할당방법을 비교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7에서 A 및 B과 종

래의 채널시간 할당방법을 나타내고, C과 본 발명에 따른 채널시간 할당방법을 나타낸다. 도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종래

의 채널시간 할당방법에서, I 프레임의 전송을 위한 충분한 채널시간이 할당되지 않는 경우, I 프레임은 I1,I2, I3, I4 으로 나

누어져 전송되거나(A의 경우), I1, I2로 나누어져 전송되어야 한다(B의 경우).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른 채널시간 할당방법의

경우, 가장 큰 I 프레임의 크기에 따라 채널시간이 할당되어, I 프레임은 한번에 전송될 수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이다.

도 8 내지 도 10은 동일한 환경조건하에서 본 발명에 따른 채널시간 할당방법과 IEEE 802.15.3x 의 표준에 따른 채널시간

할당방법과의 성능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도 8은 JRF(Job Failure Rate)에 대한 그래프이며, "aam"은 본

발명에 따른 채널시간 할당방법의 JFR을 나타내고, "std"은 IEEE 802.15.3의 표준에 따른 채널시간 할당방법의 JFR을 나

타낸다. 도 9는 처리율(throughput)에 대한 그래프이며, 여기서 "amm-thput"은 본 발명에 따른 채널시간 할당방법의 처

리율을 나타내고, "std-thput"는 IEEE 802.15.3x 의 표준에 따른 채널시간 할당방법의 처리율을 나타낸다. 도 10은 delay

varience에 대한 그래프이며, "delay_varience_amm"이 본 발명에 따른 채널시간 할당방법의 delay varience를 나타내

고, "delay_varience_std"는 IEEE 802.15.3x 의 표준에 따른 채널시간 할당방법의 delay varience 를 나타낸다.

도 8 내지 도 10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채널시간 할당방법은 IEEE 802.15.3x 의 표준에 따른 채널시

간 할당방법에 비하여 JFR 및 delay varience는 낮고, 처리율은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채널시간 할당방

법을 사용하면, IEEE 802.15.3x 의 표준에 따른 채널시간 할당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MPEG-2 비디오와 같은

VBR 스트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MPEG-2 비디오와 같은 VBR 스트림 데이터의 특성에 맞도록 채널시간을 할당

할 수 있게 되므로, VBR 스트림의 QoS를 제공하며, 동시에 I 프레임의 전송에 신뢰성을 향상시켜 전체적으로 프레임의 디

코딩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PNC에게 각 스트림의 패턴을 알림으로써 PNC가 스트림들의 통계적 다중화 방식

(statistical multiplexing)을 높이는 방향으로 스케줄(schedule)을 계산할 수도 있게 한다.

또한,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도시하고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상술한 특정의 실시예에 한정되

지 아니하며, 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

진자에 의해 다양한 변형실시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변형실시들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나 전망으로부터 개

별적으로 이해되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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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나의 중재자로부터 브로드캐스트되는 동기신호에 의해 동기화 되는 무선 개인영역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채널시간 할당

방법에 있어서,

상기 무선 개인영역 네트워크에 링크된 복수의 무선장치 중 어느 하나가 상기 중재자에게 전송할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의

특성에 대응되는 크기의 채널시간의 할당을 요청하는 코맨드를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중재자가 상기 코맨드를 참조하여 채널시간을 할당하고, 할당된 채널시간에 대한 정보를 상기 동기신호에 삽입하여

상기 복수의 무선장치에 브로드캐스트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시간 할당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신호에 삽입된 상기 할당된 채널시간에 대한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상기 복수의 무선장

치간에 송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시간 할당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개인영역 네트워크는, IEEE 802.15.3x 표준의 고속 WPAN(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채널시간 할당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브로드캐스트 하는 단계에서는, 상기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의 프레임 주기에 따라 수퍼프레임의 주기를 조절하여 상

기 채널시간을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시간 할당방법.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시간의 할당을 요청하는 코맨드는, 상기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의 특성을 나타내는 필드를 채널시간 요청 코맨드

에 부가하여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시간 할당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는, MPEG-2 비디오 형태의 VBR 스트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시간 할당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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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의 특성을 나타내는 필드는,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의 타입, 부가된 필드의 총길이, 채널시간 할당

의 주기, GOP의 프레임수, P 프레임간의 간격, 최대 I 프레임의 크기에 대응하는 시간, 최대 P 프레임의 크기에 대응하는

시간, 및 최대 B 프레임의 크기에 대응하는 시간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시간 할

당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무선장치는, IEEE 802.15.3x 표준의 계층관리를 사용하며, 상기 어플리케이션 특성을 MLEM(MAC Layer

Management Entity)에 전송하는 MLEM SAP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시간 할당방법.

청구항 9.

무선 개인영역 네트워크 환경에서 동작하는 무선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무선 개인영역 네트워크에 링크된 복수의 무선장치; 및

상기 복수의 무선장치에 동기신호를 브로드캐스트하여 동기화시키는 중재자;를 포함하며,

상기 복수의 무선장치 중 어느 하나가 상기 중재자에게 전송할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의 특성에 대응되는 채널시간의 할당

을 요청하는 코맨드를 전송하면, 상기 중재자가 상기 코맨드를 참조하여 할당된 채널시간에 대한 정보를 상기 동기신호에

삽입하여 상기 복수의 무선장치에 브로드캐스트 하고, 상기 복수의 무선장치는 할당된 채널시간에 기초하여 상기 어플리

케이션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시스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개인영역 네트워크는, IEEE 802.15.3x 표준의 고속 WPAN(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무선시스템.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중재자는, 상기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의 프레임 주기에 따라 수퍼프레임의 주기를 조절하여 상기 채널시간을 할당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시스템.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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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시간의 할당을 요청하는 코맨드는, 상기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의 특성을 나타내는 필드를 채널시간 요청 코맨드

에 부가하여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시스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는, MPEG-2 비디오 형태의 VBR 스트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시스템.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의 특성을 나타내는 필드는,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의 타입, 부가된 필드의 총길이, 채널시간 할당

의 주기, GOP의 프레임수, P 프레임간의 간격, 최대 I 프레임의 크기에 대응하는 시간, 최대 P 프레임의 크기에 대응하는

시간, 및 최대 B 프레임의 크기에 대응하는 시간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시스템.

청구항 15.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무선장치는 IEEE 802.15.3x 표준의 계층관리를 사용하며, 상기 어플리케이션 특성을 MLEM(MAC Layer

Management Entity)에 전송하는 MLEM SAP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시스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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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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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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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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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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