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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 획득방법

요약

본 발명은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 획득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복수의 기기 상호간에 무선 통신을

하는데 있어서 역방향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 자동으로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을 획득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데이터 전송을 위하여 획득한 채널 사용시간을 사용할 프로토콜이 역방향 데이터 전송을 필요로 하는

프로토콜인 경우에, 자동으로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의 획득을 요청함으로써,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

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을 획득한다.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의 획득을 요청하는데 있어서, 채널 사용

시간의 타입, 채널 사용시간을 사용할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채널 사용시간의 획득을 요청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로 인하여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보장할 수 있고, 기존의 프로토콜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대표도

도 5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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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사용시간, UWB, 역방향,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UWB 기술의 수퍼프레임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는 채널 사용시간의 획득을 위한 계층(Layer)의 예를 나타낸 도면.

도 3은 종래의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 획득방법의 예를 보인 모식도.

도 4는 채널 사용시간을 사용할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의 프레임 포맷을 나타낸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 획득방법의 실시예를 보인 모식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 획득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제 1 기기가 제 2 기기로 소정의 데

이터를 전송하고, 전송한 데이터에 따른 응답 데이터 또는 처리결과 데이터 등의 역방향 데이터를 제 1 기기가 제 2 기기로

부터 전송받아야될 경우에 역방향 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있는 채널 사용시간을 획득하는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채

널 사용시간 획득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는 기지국들과 같은 별도의 중계 장치를 통하지 않고 각 이동 단말들 간에 직접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무선 개

인 지역망(WPAN :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이하 "WPAN"이라 함)에 대한 다양한 기술들이 제안되고 있다. 이

러한 WPAN의 대표적인 기술로는 블루투스(Bluetooth), 무선 지역망(WLAN : Wireless Local Area Network) 및 초광대

역 통신(UWB : Ultra Wide Band, 이하 'UWB'라 함) 등을 들 수 있다.

상기 UWB는 2∼10GHz의 고주파대역을 사용하는 무선 통신 기술이다. UWB는 극초단파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교환하는

기술로, 전송거리가 10m 안팎으로 짧지만 전송속도가 빨라서(100Mbps∼1Gbps) 홈네트워킹(Home Networking)시스템

이나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을 구현할 무선 통신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UWB는 넓은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므

로 전력 밀도값을 아주 작게 할 수 있고, 다른 통신신호가 존재하는 주파수에 중첩되어 사용하더라도 간섭을 거의 주지 않

는다.

UWB 모듈을 구비한 각 기기간에 무선 통신 방식은 시분할 방식으로, 각 기기들이 독점한 채널 사용시간에 채널을 액세스

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UWB 모듈을 구비한 각 기기 상호간에 무

선 통신 방식은 슈퍼프레임(Superframe)이라는 고정된 시간자원을 이용한다. 상기 슈퍼프레임은 비콘 기간(Beacon

Period)과 데이터 전송기간으로 구성된다. 상기 비콘 기간은 각 기기들 자신의 비콘 프레임을 브로드캐스팅

(Broadcasting)하는 기간으로, MAS라는 256us 단위로 분할되어 있다. 상기 데이터 전송기간은 자신이 획득한 채널 사용

시간동안 예를 들면, A, B, C 또는 D 시간동안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간이다.

UWB 통신 모듈을 구비한 기기들이 데이터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에 PCA(Prioritized Contention Access) 방법과 DRP

(Distributed Reservation Protocol) 방법인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상기 PCA 방법은 각 기기들이 데이터의 우선순위

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크기의 AIFS(Arbitration Inter Frame Space)와 백오프 타임(Backoff Time)을 기다린

후에 전송을 시작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PCA 방법은 같은 크기의 AIFS와 백오프 타임을 가진 데이터가 존재하면 충돌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상기 DRP 방법은 슈퍼프레임 내에서 기기가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다른 기기들과 협의를 통해서 독점적인 채널 사용

시간을 획득하는 방법이다. 상기에서 채널 사용시간을 획득하는가의 의미는 데이터를 전송하고자 하는 기기가 몇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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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를 획득하는가를 의미한다. 이때 획득한 채널 사용시간은 얼라이언 비피(Alien BP), 하드 레저베이션(Hard

Reservation), 소프트 레저베이션(Soft Reservation), 프라이비트 레저베이션(Private Reservation)인 4가지 타입으로

설정된다. 상기 하드 레저베이션은 채널 사용시간의 획득을 요청한 기기에 한해서만 채널을 액세스(access)할 수 있다. 상

기 소프트 레저베이션은 채널 사용시간의 획득을 요청한 기기는 AIFS 만큼의 시간 후에 채널을 액세스 할 수 있고, 네트워

크 내의 다른 기기들은 AIFS+백오프 타임 만큼을 기다린 후에 채널을 액세스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프라이비트 레저베

이션은 획득받은 채널 사용시간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는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

도 2는 채널 사용시간획득을 위한 계층의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채널 사용시간을 획득받기 위하여

UWB 모듈을 구비한 기기는 복수의 계층(Layer)으로 구성된다. 상기 복수의 계층은 MAC(Media Access Control)(200)

과, WiMCA(WiMedia MAC Convergence Architecture)(210)와, PAL(Protocol Adaption Layer)(220)과, 프로토콜

(230)로 구성된다.

상기 MAC(200)은 복수의 기기 상호간에 무선 통신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기 위하여, 채널을 액세스하는 방법과 프레임의

포맷을 규정한다.

상기 WiMCA(210)은 MAC(200)을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의 형식을 제공하는 부분으로써, WiDME와 WiMUX로 구성된다.

상기 WiDME는 기기의 전반적인 제어를 담당하는 부분이다. 상기 WiMUX는 데이터를 주고 받기 위하여 PAL(220)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MAC(200)으로 전달하거나, MAC(200)으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를 해당 PAL(220)에게 전달하는 부분

이다.

상기 PAL(220)은 프로토콜(230)을 사용하기 위하여 프로토콜(230)과 WiMCA(210)를 연동시켜준다. 즉, 프로토콜(230)

이 WiMCA(210)에 적용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프로토콜이 IP(Internet Protocol)인 경우에는 상기 PAL은

WiNET(WiMedia Network Adaptation Layer)이 된다.

상기 프로토콜(230)은 기기간에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하여 약속된 통신규범이다. 즉, 상호간의 접속이나 절단방식, 통신

방식, 주고받을 자료의 형식, 오류검출방식, 코드변환방식, 전송속도 등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면, IP 또는 ICMP(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 등이 있다. 상기 프로토콜(230)은 응용계층(Application layer)으로부터 입력받은 데이터를

통신규범에 적합한 형식이 되도록 한다.

UWB 모듈을 구비한 기기는 IP상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있어서 QoS(Quality of Service)를 보장하기 위하여, 상기 프

로토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의 전송을 위하여 일정시간을 고정적으로 획득한다. 이로 인하여 데이터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도 3은 종래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 획득방법의 예를 보인 모식도이다. 본 예는 프로토콜을 IP로 하고, 이에

대응하여 PAL이 WiNET인 경우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채널 사용시간의 획득을 원하는 제 1 기기의 WiNET이 상위 프로

토콜로부터 데이터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의 획득을 요구받으면, 제 1 기기는 슈퍼프레임 내에서 어떠한 부분을 독점

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제 2 기기와 협의하여 데이터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을 획득받는다(S300 내지 S306).

상기 데이터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을 획득받은 이후에, 제 1 기기는 상기 획득받은 채널 사용시간의 정보를 WiMCA

로 통보하여 등록하도록 한다(S308 및 S310).

상기 채널 사용시간의 정보를 WiMCA에 등록한 후, 제 1 기기는 상기 획득받은 채널 사용시간을 사용할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를 전송한다. 제 2 기기는 상기 채널 사용시간을 사용할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여, WiMCA에 등록하도록 한

다. 그리고 제 2 기기는 상기 채널 사용시간을 사용할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의 수신에 대한 응답을 송신하고, 상기 송신한

응답은 제 1 기기가 수신한다(S312 내지 S322).

이로 인하여 제 1 기기는 획득받은 채널 사용시간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한편, 도 4는 채널 사용시간을 사용할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의 프레임 포맷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채널 사

용시간을 사용할 프로토콜의 정보는 2 바이트로 이루어진 연결 관련 식별자(400)와, 2 바이트로 이루어진 상위 프로토콜

아이디(410) 등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도 3에서 채널 사용시간을 사용할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를 제 1 기기가 송신하여 제 2 기기가 수신하고, 상기 수신에

대한 응답을 제 2 기기가 송신하여 제 1 기기가 수신하는 단계는 (S312), (S314), (S320), (S322)이라는 4단계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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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기 4단계는 각 단계마다 연결 관련 식별자(400)의 값을 상이하게 함으로써 구분한다. 예를 들면, 연결관련 식별자

(400)가 단계(S312)에서는 Connect.Request로써 그 값은 0x0001이고, 단계(S314)에서는 Connect.indication으로써

그 값은 0x0002이고, 단계(S316)에서는 Connect.response로써 그 값은 0x0003이고, 단계(S318)에서는

Connect.confirm으로써 그 값은 0x0004인 것과 같이 각 단계마다 상이한 값이 매칭되어 있다.

상기 상위 프로토콜 아이디(410)는 채널 사용시간을 사용할 프로토콜의 아이디가 입력되는 곳이다. 즉, 채널 사용시간의

획득은 프로토콜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상위 프로토콜의 아이디(410)에는 채널 사용시간의 획득을 요구한 프로

토콜의 아이디가 입력된다.

상기한 종래의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 획득방법을 사용하면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에서 ack

(Acknowledge) 프레임과 같이, 순방향 데이터의 전송상태를 알려주는 응답 데이터와 같은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이 필요

한 경우에,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보장(Guarantee)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즉, 상기 제 1 기기가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을 획득받는데 있어서, 채널 사용시간의 타입을 하드 레저베이션으로 하면 제 2 기기는 상기 채널 사용

시간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제 2 기기가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을 획득받기 위하여는 채널 사

용시간의 획득을 요구하고 대기해야 하는 등의 원인으로 역방향 데이터를 적절한 시간에 전송할 수 없다.

또한, 제 1 기기가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의 타입을 소프트 레저베이션으로 하면, 제 2 기기는 AIFS+백오프

타임 만큼을 기다린 후에 다른 기기들과 경쟁하여 채널 사용시간을 획득받으므로, 이 역시 적절한 시간에 역방향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종래의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 획득방법을 사용하면 역

방향 데이터의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보장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또한, 종래의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 획득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

시간의 요청은 WiNET이 프로토콜의 요청을 받아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기존의 프로토콜을 그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 기존의 프로토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즉, 프로토

콜의 변경이 불필요한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 획득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

시간을 획득함으로써, 데이터의 전송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 획득방법을 제

공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본 발명의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 획득방법은 제 1 기기가 데이터 전송을

위하여 설정한 제 1 채널 사용시간의 독점적 사용을 제 2 기기로부터 허가받고, 상기 제 1 채널 사용시간을 사용할 프로토

콜에 대한 정보를 제 1 기기가 송신하며, 제 1 기기가 제 2 기기로부터 수신한 제 2 채널 사용시간의 독점적 사용을 허가한

다. 그리고 상기 제 2 채널 사용시간이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제 1 기기는

제 2 기기로부터 수신한 제 2 채널 사용시간을 사용할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프로토콜이 사용할 제 2 채

널 사용시간이 역방향 데이터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 획득방법은 데이터의 전송을 위하여 제 1 기기가 설정한 제 1

채널 사용시간의 독점적 사용을 제 2 기기가 허가하고, 제 2 기기는 제 1 기기로부터 수신한 제 1 채널 사용시간을 사용할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프로토콜이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며, 상기 판단

결과 프로토콜이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제 2 기기는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하여 설정한 제 2 채

널 사용시간의 독점적 사용을 제 1 기기로부터 허가받고, 제 2 기기가 상기 제 2 채널 사용시간을 사용할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를 송신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 획득방법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 획득방법의 실시예를 나타낸 모식도이다. 본 실시예는 프로

토콜을 IP로 하고, 이에 대응하여 PAL이 WiNET인 경우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제 1 기기의 WiNET이 상위 프로토콜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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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채널 사용시간의 획득을 요구받으면, 슈퍼프레임 내에서 어떠한 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제 2 기기와 협의

하여 채널 사용시간을 획득받는다. 즉, 제 1 기기의 WiNET이 상위 프로토콜로부터 데이터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의

획득을 요구받으면, WiNET은 데이터 전송을 위한 특정 제 1 채널 사용시간 및 채널 사용시간의 타입을 설정한다. 상기 설

정된 제 1 채널 사용시간 및 채널 사용시간의 타입은 MAC으로 전달되고(S500), MAC은 이를 전송한다.

제 2 기기의 MAC은 상기 전송한 채널 사용시간 및 채널 사용시간의 타입을 수신하여 WiNET으로 통지한다(S502).

WiNET은 상기 통지받은 채널 사용시간이 데이터의 전송을 위하여 독점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S504) MAC으로 응답한다(S506). 상기 WiNET이 통지받은 채널 사용시간이 데이터 전송을 위하여 독점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예를 들면, WiMCA으로부터 통보받아서 판단한다. 왜냐하면, WiMCA는 데이터 전송을 위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채널 사용시간 등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 2 기기의 MAC은 상기 응답을 전송하고, 상기 전송된 응답은 제 1 기기의 MAC이 수신하여 WiNET으로 전달한다

(S508). 상기 응답이 데이터 전송을 위하여 채널 사용시간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인 경우에, 제 1 기기의

WiNET은 상기 채널 사용시간과 상이한 채널 사용시간을 설정하여 다시 MAC으로 전달하고, 채널 사용시간을 획득받기

위한 과정을 수행한다.

상기 응답이 데이터 전송을 위하여 채널 사용시간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인 경우에, 제 1 기기의 WiNET은

획득받은 채널 사용시간의 정보를 WiMCA로 통보하여 등록하도록 하고(S510), 그 등록 결과를 통보받는다(S512).

상기 등록 결과를 통보받은 후, 제 1 기기의 WiNET은 상기 획득받은 채널 사용시간을 사용할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를

MAC으로 전달한다(S514). MAC은 상기 채널 사용시간을 사용할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를 전송한다. 제 2 기기의 MAC은

상기 정보를 수신하고, 제 2 기기의 MAC은 상기 수신한 정보를 WiNET으로 통지한다(S516).

제 2 기기의 WiNET이 채널 사용시간을 사용할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으면, 상기 프로토콜이 역방향 데이터의 전

송을 필요로 하는 프로토콜인지의 여부를 판단한다(S518). WiNET은 제 2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이

필요한 프로토콜 목록을 호출하여, 상기 통보받은 채널 사용시간을 사용할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와 비교함으로써, 동일한

프로토콜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상기 판단결과 동일한 프로토콜이 존재하면, 제 2 기기의 WiNET은 상기 채널

사용시간을 사용할 프로토콜이 역방향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고 결정한다.

제 2 기기의 WiNET은 채널 사용시간을 사용할 프로토콜이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필요로 하는 프로토콜인지를 판단한

이후에, 상기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도록 WiMCA에 요구하고(S520), 그 응답을 수신한다(S522).

그리고나서 제 2 기기의 WiNET은 상기 채널 사용시간을 사용할 프로토콜의 수신에 대한 응답을 MAC으로 전달한다

(S524). MAC은 상기 전달된 응답을 전송하고, 이를 제 1 기기의 MAC이 수신하여 WiNET으로 전달한다(S526).

상기의 과정으로 제 1 기기는 획득한 채널 사용시간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한편, 상기에서 제 2 기기의 WiNET이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제 2 기기는 슈퍼프레임 내에

서 어떠한 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제 1 기기와 협의하여 채널 사용시간을 획득받는다. 즉, 제 2 기기의

WiNET은 특정 채널 사용시간 및 채널 사용시간의 타입을 설정하여, 상기 설정된 채널 사용시간 및 채널 사용시간의 타입

을 MAC으로 전달한다(S528). 제 2 기기의 MAC은 상기 채널 사용시간 및 채널 사용시간의 타입을 송신하고, 이를 제 1

기기의 MAC이 수신한다. 제 1 기기의 MAC은 상기 수신한 채널 사용시간을 WiNET으로 전달한다(S530).

제 1 기기의 WiNET은 상기 전달받은 채널 사용시간이 독점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채널 사용시간인지를 판단한다(S532).

그리고 제 1 기기의 WiNET은 상기 채널 사용시간이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인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S534). 왜냐하면, 역방향 데이터에 대하여 역방향 데이터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의 획득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상기 판단은 제 2 기기로부터 수신한 채널 사용시간의 타입으로 판단한다. 즉, 제 2 기기로부터 수신한 채널 사용시간의 타

입이 프라이비트 레저베이션인 경우에, 제 1 기기는 채널 사용시간이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이라고

판단한다. 채널 사용시간의 타입이 프라이비트 레저베이션인 경우에는 획득받은 시간을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제 1 기기의 WiNET이 전달받은 채널 사용시간의 타입이 프라이비트 레저베이션이면, 채널

사용시간이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이로 인하여 이후에 제 1 기기가 역방향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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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에 대한 역방향의 채널 사용시간획득을 요청하지 않도록 한다. 예를 들면, 상기 요청받은 채널 사용시간의 타입이 프

라이비트 레저베이션인지의 여부의 판단은 각 채널 사용시간의 타입이 상호 구별할 수 있는 식별자가 존재하므로 상기식

별자를 분석하여 판단한다.

상기 제 1 기기의 WiNET이 전달받은 채널 사용시간이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응

답은 제 2 기기의 WiNET로 전송된다(S536, S538).

제 2 기기의 WiNET은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의 시간정보를 WiMCA로 통보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S540), 등록 결과를 통보받는다(S542).

상기 등록 결과를 통보받은 후, 제 1 기기는 상기 획득받은 채널 사용시간을 사용할 프로토콜의 정보를 전송한다. 상기 전

송한 채널 사용시간을 사용할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는 제 2 기기의 WiNET으로 통지된다(S544 및 S546).

제 2 기기의 WiNET은 채널 사용시간을 사용할 프로토콜을 통보받으면, 상기 채널 사용시간이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

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한다(S548). 이는 상기와 마찬가지로 역방향 데이터에 대하여 역방향 데이터전송을 위한 채널 사

용시간의 획득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기 판단은 채널 사용시간을 사용할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의 프레임 포맷에서 상위 프로토콜 아이디(ID)를 이용하

여 판단한다. 순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 획득 요구는 WiNET이 상위 프로파일로부터 채널 사용시간의

획득을 요구받아서 이루어지므로, 채널 사용시간을 사용할 프로토콜은 채널 사용시간의 획득을 요구한 프로토콜이 된다.

그러므로 프레임 포맷에서 상위 프로토콜 아이디는 채널 사용시간의 획득을 요청한 프로토콜의 아이디가 된다. 그러나 역

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의 획득 요구는 상위 프로토콜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WiNET의 판단에 의하여 자동으로 발생된다. 즉,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은 WiNET의 요청으로 이루

어지므로, 프레임 포맷에서 상위 프로토콜의 아이디는 WiNET의 아이디가 된다. 즉, 제 1 기기의 WiNET이 전달받은 채널

사용시간이 역방향 데이터 전송을 위한 것인지의 판단은 프레임 포맷에서 상위 프로토콜의 아이디가 WiNET의 아이디인

지의 여부로 판단한다. 즉, 제 1 기기의 WiNET은 채널 사용시간을 사용할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의 프레임 포맷에서 상위

프로토콜 아이디가 WiNET의 아이디이면, 상기 채널 사용시간이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이라고 판단

한다.

또한, 상기 판단은 프레임 포맷에서 연결관련 식별자를 이용하여 판단한다. 즉, 채널 사용시간을 사용할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의 프레임 포맷에서 연결관련 식별자가 역방향(Backward)연결 식별자인지의 여부로 판단한다. 상기한 도 4를 참조하

여 설명한 바와 같이 채널 사용시간을 사용할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의 프레임 포맷에서 연결관련 식별자는 이미 고유의 값

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상기 연결관련 식별자에는 4개의 값만이 설정되어서, 순방향 연결이 아닌 다른 연결에 대하여

정의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상기 도 4의 순방향 연결과 대응되도록 역방향 연결에 대하여도 역방향

연결 식별자를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역방향 연결 식별자는 Backward Connect.request, Backward

Connect.indication, Backward Connect.response, Backward Connect.confirm인 4개로 설정하여, 상기 설정된 것에

고유의 값을 매칭시켜서 역방향 연결 식별자를 정의할 수 있다.

제 1 기기의 WiNET이 전달받은, 채널 사용시간을 사용할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의 프레임 포맷에 역방향 연결 식별자가

존재하면, 제 1 기기의 WiNET은 상기 채널 사용시간이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이라고 판단한다.

한편, 상기 제 1 기기의 WiNET이 상기 채널 사용시간의 독점 사용 가능여부 및 채널 사용시간이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 상기 정보를 WiMCA에 등록하도록 한다(S550 및 S552). 그리고나서 제 1 기기의

WiNET은 상기 채널 사용시간을 사용할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를 수신했다는 응답을 전송하고, 상기 전송한 응답을 제 2

기기가 수신한다(S554 및 S556)

상기의 과정으로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에 대한 채널 사용시간이 획득된다. 그리고 상기의 과정이 종료된 이후에 제 1 기기

와 제 2 기기 상호간에 무선으로 데이터 통신을 수행한다.

한편, 상기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은 그 MAS의 크기가 순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MAS의 크기에

관련되어 있다.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의 MAS의 크기는 순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MAS의 크기

에 비하여 작아야 한다. 왜냐하면, 역방향 데이터는 순방향 데이터의 전송상태를 알려주는 등과 같이 많은 데이터의 전송

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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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의 MAS의 크기는 순방향 데이터의 MAS 크기에 1보다 작은 양의 실수를

곱한 값 이상의 최소정수로 규정된다. 예를 들면, 순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의 MAS의 크기가 11이고, 1

보다 작은 양의 실수가 a이고, 상기 a가 0.1이라고 가정하면, 상기 두 개를 곱한 값은 1.1이 된다. 그리고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의 MAS의 크기는 상기 1.1 이상의 최소정수인 2가 된다. 이로 인하여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의 MAS의 크기가 최적이 된다. 상기 a의 값은 입력에 따라서 가변될 수 있는 값이다.

한편, 상기에서는 본 발명을 특정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관련하여 도시하고 설명하였지만, 이하의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마

련되는 본 발명의 정신이나 분야를 이탈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본 발명이 다양하게 개조 및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당 업계

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용이하게 알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와 같이 본 발명은 채널 사용시간을 사용할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프로토콜이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순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

을 획득받은 이후에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의 획득을 자동으로 요청한다. 이로 인하여 역방향 데이터

의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 데이터의 전송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 상위 프로토콜로부터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

의 획득을 요청받는 것이 아니다. 즉, 채널 사용시간을 사용할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이

필요한 프로토콜인지를 판단함으로써, 자동으로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의 획득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존에 존재하는 프로토콜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 1 기기가 데이터 전송을 위하여 설정한 제 1 채널 사용시간의 독점적 사용을 제 2 기기로부터 허가받는 단계;

상기 제 1 채널 사용시간을 사용할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를 제 1 기기가 송신하는 단계;

제 1 기기가 제 2 기기로부터 수신한 제 2 채널 사용시간의 독점적 사용을 허가하는 단계;

상기 제 2 채널 사용시간이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제 1 기기는 제 2 기기로부터 수신한 제 2 채널 사용시간을 사용할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로, 상기 프로토콜이 사용할 제 2

채널 사용시간이 역방향 데이터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역방향 데이터의 전

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 획득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채널 사용시간이 독점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 제 1 기기는 채널 사용시간을 재설정하여 송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 획득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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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2 채널 사용시간이 독점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 제 1 기기는 채널 사용시간의 재전송을 요구하여 제 2 기기

로부터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 획득방법.

청구항 4.

제 1항 내지 제 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채널 사용시간이 역방향 데이터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인지의 판단은 채널 사용시간의 타입(Type)이 프라

이비트 레저베이션(Private Reservation)인지의 여부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 획득방법.

청구항 5.

제 1항 내지 제 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토콜이 사용할 제 2 채널 사용시간이 역방향 데이터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인지의 판단은, 상기 제 2 채널 사

용시간을 사용할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에서 상위 프로토콜 아이디가 PAL의 아이디인지의 여부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 획득방법.

청구항 6.

제 1항 내지 제 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토콜이 사용할 제 2 채널 사용시간이 역방향 데이터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인지의 판단은, 상기 제 2 채널 사

용시간을 사용할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에서 연결 관련 식별자가 역방향 연결 식별자인지의 여부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 획득방법.

청구항 7.

데이터의 전송을 위하여 제 1 기기가 설정한 제 1 채널 사용시간의 독점적 사용을 제 2 기기가 허가하는 단계;

제 2 기기는 제 1 기기로부터 수신한 제 1 채널 사용시간을 사용할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로, 상기 프로토콜이 역방향 데이

터의 전송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판단결과 프로토콜이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제 2 기기는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하여 설정

한 제 2 채널 사용시간의 독점적 사용을 제 1 기기로부터 허가받는 단계; 및

제 2 기기가 상기 제 2 채널 사용시간을 사용할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를 송신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역방향 데이터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 획득방법.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채널 사용시간이 독점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 제 2 기기는 채널 사용시간의 재전송을 요구하여 제 1 기기

로부터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 획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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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채널 사용시간이 독점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 제 2 기기는 채널 사용시간을 재설정하여 송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 획득방법.

청구항 10.

제 7항 내지 제 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토콜이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필요로 하는지의 판단은,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필요로 하는 프로토콜 목록을

호출하고, 상기 호출한 프로토콜 목록을 상기 제 1 채널 사용시간을 사용할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 획득방법.

청구항 11.

제 1항 내지 제 3항 및 제 7항 내지 제 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채널 사용시간은 그 MAS의 크기가 상기 제 1 채널 사용시간의 MAS의 크기보다 작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역방

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 획득방법.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채널 사용시간은 그 MAS의 크기가 상기 제 1 채널 사용시간의 MAS의 크기에 1보다 작은 양의 실수를 곱한 값

이상의 최소정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채널 사용시간 획득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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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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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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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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