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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통신 채널 상태에 따라 전송 파워를 조절할 수 있는 전송 파워 제어 방법 및 이를 이용한 블루투스 장치가 개시된다. 블루

투스 리모트 단말기와의 블루투스 통신 채널 상태에 기초하여 신호 전송시의 파워 레벨 조정 여부를 판단하고, 파워 레벨

조정 여부 판단 결과에 따라 블루투스 리모트 단말기로 전송될 신호의 파워 레벨을 조정하여 블루투스 리모트 단말기로 전

송한다. 채널 상태가 좋은 환경에서는 전송측 블루투스 장치의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고, 다른 블루투스 장치에 대한 간섭

(interference)까지도 줄일 수 있다. 채널 상태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는 재전송으로 인한 채널 낭비를 막을 수 있고, 블루

투스 장치들간의 오버로드를 막을 수 있다.

대표도

도 1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블루투스 통신 네트워크를 나타낸다.

도 2는 블루투스 베이스밴드 패킷 포맷을 나타낸다.

도 3은 블루투스 규격에 따른 ARQN 비트 결정 방법을 설명하는 순서도이다.

도 4 내지 도 6은 블루투스 규격에 따른 전송 파워 컨트롤과 관련된 메시지 교환 절차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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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블루투스에서의 일반적인 전송 파워 컨트롤 방법을 설명하는 순서도이다.

도 8은 블루투스 규격에 따른 수신 파워 레벨의 상하한을 나타낸다.

도 9a 및 도 9b는 전송 파워가 낭비되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이다.

도 10은 불필요한 패킷 재전송이 일어나는 경우를 설명하는 개념도이다.

도 11은 BER에 따른 블루투스 비동기 패킷 타입별 처리율(throughput)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채널 상태를 고려한 전송 파워 조절이 가능한 블루투스 시스템 구성도이다.

도 1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채널 상태를 고려한 전송 파워 조절이 가능한 블루투스 시스템 구성도이다.

도 1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채널 상태를 고려한 전송 파워 조절 방법을 설명하는 순서도이다.

도 15는 도 13의 전송 파워 조절 방법 중에서 채널 상태를 파악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순서도이다.

도 16은 AWGN 환경하에서 블루투스 신호대잡음비(SNR)와 에러율(BER)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0 : 마스터(master) 120 : 슬레이브(slave)

1100 : 로컬 블루투스 장치 1110 : 베이스밴드 처리부

1112 : 전송 파워 컨트롤부 1200 : 리모트 블루투스 장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블루투스 시스템에 있어서의 전송 파워 제어 방법 및 이를 이용한 블루투스 장치에 관한 것이다.

현재 근거리 무선데이터 통신의 새로운 전세계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블루투스는 각종 전자기기간에 물리적인 케이블

없이 무선주파수(RF)를 이용하여 고속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해 제안된 근접 무선 데이터 통신 규격이다.

블루투스는 작고, 저렴한 가격, 적은 전력 소모로 휴대용 무선 단말기, 휴대용 PC(Personal Computer)등과 같은 휴대장

치들, 네트워크 엑세스 포인트들, 기타 주변장치들간 케이블 연결없이 무선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블루투스 규격(Specification) 버전(Version) 1.0은 데이터 전송 속도가 1Mbps, 전송 거리는 10∼100m으로 규정하고 있

다. 2.4GHz의 높은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방해물이 있어도 통신이 가능하다. 2.4GHz 대역에서 대역폭 1MHz의

채널을 79개 설정(2.402~2.480GHz), 초당 1600회 채널을 바꾸는 주파수 호핑 방식의 스펙트럼 확산 기술로 신호를 송수

신해 노트북 컴퓨터, 휴대형 단말기, 게임기, 프린터, MP3(Motion Pictures Expert Group Audio Layer-3) 플레이어, 가

정내 네트웍 장치 등을 무선으로 연결한다.

이러한 블루투스 통신환경에서 운영되는 장치간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연결(connection)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연결작업에는 RF 동기를 맞추는 작업, 통신하고자 하는 장치에 구비되어 있는 링크 관리자(link manager)간의 링크를 설

정하는 작업, 채널설정과정을 거쳐야 양자간에 문자 데이터나 음성 등을 송수신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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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블루투스 시스템은 이동 단말기 등과 같은 휴대 기기에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볼 때

더욱 낮은 소비 전력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블루투스 규격에서는 전송되는 신호의 파워 컨트롤과 관련해서 RSSI(Receiver Signal Strength Indicator)

measurement 및 파워 컨트롤 LMP(Link Manager Protocol) message를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RSSI measurement 및 파워 컨트롤 LMP message에 대한 지원은 선택적인 사항으로 블루투스 장치는 이러한 특

성(feature)을 지원할 수도 있고,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RSSI measurement 및 파워 컨트롤 관련 LMP message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RSSI measurement의 목적 자체

가 리모트 블루투스 장치가 보낸 신호를 로컬 블루투스 장치가 제대로 수신할 수 있도록 리모트 블루투스 장치의 전송 파

워를 조절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블루투스 규격에 의하면, 수신되는 신호의 세기가 수신 가능한 최저 레벨

(RealLowerLimit)보다 약간 큰 값(RealLowerLimit과 RSSILowerLimit 사이의 값)을 갖거나, 수신 가능한 최고 레벨

(RealUpperLimit)보다 약간 작은 값(RSSIUpperLimit과 RealUpperLimit 사이의 값)을 가질 경우에만 파워 컨트롤과 관

련된 LMP message를 송신하도록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수신되는 신호의 세기가 RSSILowerLimit과 RSSIUpperLimit 사이에 있을 경우에는, 리모트 블루투스 장치에게

파워 컨트롤 LMP message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리모트 블루투스 장치는 계속해서 이전의 파워 레벨로 신호를 전송하게

된다.

그 결과, 현재 통신 상태가 좋거나 혹은 두 블루투스 장치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우 전송 파워의 낭비를 일으킬 수 있으

며, 이로 인해 소정 범위 안에 있는 다른 블루투스 장치에 대한 간섭(interference) 영향까지도 증가할 수가 있다.

반대로 통신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재전송으로 인한 채널 낭비 및 로컬 블루투스 장치와 리모트 블루투스 장치간의

오버로드(overload)를 초래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제1 목적은 통신 채널 상태에 따라 전송 신호의 파워 레벨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전송 파워 제어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제2 목적은 통신 채널 상태에 따라 전송 신호의 파워 레벨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블루투스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술한 본 발명의 제1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른 전송 파워 제어 방법은 먼저, 소정 거리 떨어진 단말

기로부터 무선 통신 채널을 통하여 제1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단말기가 상기 제1 신호의 전송시의 파워 레벨 조절 요구에

대한 처리를 지원하는지를 판단한다. 그 다음, 상기 단말기가 상기 파워 레벨 조절 요구에 대한 처리를 지원하지 않는 경

우, 상기 단말기와의 상기 무선 통신 채널 상태에 기초하여 제2 신호의 전송시의 파워 레벨 조정 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파

워 레벨 조정 여부 판단 결과에 따라 상기 단말기로 전송될 상기 제2 신호의 파워 레벨을 조정하여 상기 단말기로 전송한

다.

또한, 본 발명의 제1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른 전송 파워 제어 방법은 블루투스 리모트 단말기로

부터 블루투스 통신 채널을 통하여 제1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블루투스 리모트 단말기가 상기 제1 신호의 수신시의 파워

레벨과 기준 파워 레벨의 비교를 통하여 상기 제1 신호의 전송시의 파워 레벨 조절 요구에 대한 처리를 지원하는지를 판단

한다. 상기 블루투스 리모트 단말기가 상기 파워 레벨 조절 요구에 대한 처리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상기 블루투스 리모트

단말기와의 상기 블루투스 통신 채널 상태에 기초하여 제2 신호의 전송시의 파워 레벨 조정 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파워

레벨 조정 여부 판단 결과에 따라 상기 블루투스 리모트 단말기로 전송될 상기 제2 신호의 파워 레벨을 조정하여 상기 블

루투스 리모트 단말기로 전송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제2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른 블루투스 장치는 리모트 블루투스 장치와의 연결 설

정 및 해제를 제어하고 블루투스 장치의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부; 블루투스 무선 통신을 위한 데이터 패킷을 생성하여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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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밴드 신호로 변환하는 베이스밴드 처리부; 및 상기 베이스밴드 처리부에서 생성된 베이스밴드 신호를 주파수 호핑 방

식에 의해 설정된 주파수 대역으로 변조하고 송신하고, 외부로부터 신호를 수신하여 베이스밴드 대역의 주파수로 변환하

여 상기 베이스밴드 처리부로 전달하는 송수신부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도 1은 일반적인 블루투스 통신 네트워크를 나타내며, 도 2는 블루투스 베이스밴드 패킷 포맷을 나타낸다.

도 1을 참조하면, 하나의 피코넷(piconet)상에서 마스터(master; 110)는 블루투스 무선 통신 채널을 통하여 복수개의 슬

레이브(slave; 120)들과 연결된다.

마스터와 통신하는 블루투스 장치들은 예를 들어, 3 비트의 활성 주소(AM_ADDR; 도 2 참조)를 할당받으면 피코넷이 형

성된다. 8개의 주소 중 1개는 브로드 캐스팅 주소로 사용되므로 총 7개의 블루투스 장치가 활성상태로 1개의 피코넷으로

연결된다. 1개의 피코넷에는 주파수 호핑(FH; Frequency Hopping) 패턴 생성 등을 통해 피코넷을 관리하는 1개의 마스

터(110)와, 최대 7개의 활성 슬레이브(120)가 있다.

마스터(110)는 하나 또는 복수개의 슬레이브(120)와의 연결을 개시하며 채널 상에서의 모든 트래픽을 제어한다. 일단 연

결이 설정된 후에는 마스터와 슬레이브간의 역할은 변경될 수 있다.

슬레이브는 3비트의 활성 주소를 할당받고, 마스터로부터 page 메시지를 받고 난 후, 마스터에 의해 결정된 주파수 호핑

패턴을 사용하여 마스터와 동기화 된다. 즉, 마스터는 1호핑 슬롯(625㎲=1/1600ch)을 단위로 TDD(Time division

duplex)로 슬레이브와 통신한다.

도 2를 참조하면, 블루투스 베이스밴드 패킷은 액세스 코드(access code) 필드, 패킷 헤더 필드, 페이로드(payload) 필드

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상기 패킷 포맷은 블루투스 규격 v1.1을 따른다.

액세스 코드 필드는 72비트의 고정된 길이를 가지며, 동기(synchronization)를 맞추고, DC 오프셋(offset)을 보상하는 데

이용된다. 또한 동일 피코넷상에서 교환되는 모든 패킷은 동일한 채널 액세스 코드(channel access code)로 시작하기 때

문에, 블루투스 장치가 자신이 속한 피코넷상에서 교환되는 패킷을 식별할 수 있게 된다.

패킷 헤더 필드는 54 비트의 고정된 길이를 가지며, 구체적으로는 AM_ADDR(active member address), TYPE, FLOW,

ARQN, SEQN 및 HEC으로 이루어진다.

AM_ADDR (active member address) 항목은 3비트로 이루어지며, 마스터와 복수의 슬레이브로 이루어진 피코넷

(piconet)에서, 액티브 상태의 슬레이브를 구별하기 위한 3 비트의 어드레스가 할당된다.

TYPE 항목은 4비트로 이루어지며, 총 16개의 패킷 종류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물리적 링크인 동기 연결 지향

(SCO; Synchronous Connection Oriented) 링크에서는 NULL, POLL등의 4가지 컨트롤 패킷 및 HV1, HV2, HV3, DV

등의 패킷이 정의된다. 물리적 링크인 비동기 비연결(ACL; Asynchronous Connection-Less) 링크에서는 NULL, POLL

등의 4가지 컨트롤 패킷 및 AUX1, DH(Data-High rate)1, DH3, DH5, DM(Data-Medium rate)3, DM5 등의 패킷이 정

의된다. NULL 패킷은 액세스 코드와 패킷 헤더만으로 이루어진다. POLL 패킷도 액세스 코드와 패킷 헤더만으로 이루어

지며, 마스터에 의해 피코넷에서 슬레이브를 폴링(polling)할 경우에 사용된다.

FLOW 항목은 1비트로 이루어지며, 상기 ACL 링크상에서 패킷의 플로우 컨트롤을 하는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수신측에

서 ACL 링크를 위한 수신 버퍼가 다 차서 더 이상 빈 공간이 없을 때는, 일시적으로 데이터의 전송을 막기 위해

STOP(flow=0) 신호가 반환된다.

ARQN 항목은 1비트로 이루어지며, CRC를 가지는 패킷의 성공적인 전송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며, ACK(positive

acknowledge)와 NAK(negative acknowledge)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패킷이 성공적으로 수신된 경우에는

ACK(ARQN=1)가 반환되고, 그 외의 경우는 NAK(ARQN=0)가 반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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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N 항목은 1비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CRC를 포함하는 패킷을 재전송하는 경우에는 SEQN 값을 이전값을 유지하여 보

내고, CRC를 포함하는 새로운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SEQN 값을 변환시켜 보낸다. 목적지(destination) 단말

에서는 현재의 SEQN 값을 이전 SEQN 값(SEQNOLD)과 비교하여 패킷이 재전송 되었는지 새로운 패킷이 도달하였는지를

판단한다.

HEC(Header Error Check) 항목은 헤더정보에 대한 에러를 체크하기 위한 것이며, 8비트값을 갖는다.

페이로드(payload) 필드는 음성(voice) 데이터 또는 일반 데이터를 나타내며,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 0 내지 2745 비트의

가변적인 길이를 가진다.

도 3은 블루투스 규격에 따른 ARQN 비트 결정 방법을 설명하는 순서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먼저 패킷을 수신하고(단계 301), 수신된 패킷의 패킷 헤더의 액세스 코드가 유효한지를 판단한다(단계

303). 액세스 코드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페이로드를 거부(reject)하고(단계 327), ARQN 비트를 0으로 설정하여

NAK로 설정한다(단계 329).

액세스 코드가 유효한 경우에는 패킷 헤더를 분석하여 HEC가 유효한지를 판단한다(단계 305).

HEC가 유효한 경우에는 AM_ADDR 값이 유효한 값을 가지는지를 판단한다(단계 307). 즉, AM_ADDR 값을 분석하여 액

티브 슬레이브 주소(active slave address)가 자신과 일치하는지를 판단한다.

상기 판단 결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의 ARQN 값을 이전 ARQN 값으로 유지한다(단계 319).

블루투스 v1.1까지의 규정상 CRC 데이터를 포함하는 패킷에 대한 응답으로써의 ARQN만 실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CRC

데이터가 없는 packet(AUX, HV 패킷)을 보내고 나서 받는 패킷 헤더의 ARQN 비트는 이용할 수가 없다.

또한, 블루투스 규격 v1.2에서는 추가적으로 eSCO(extended Synchronous Connection Oriendted) 링크를 새롭게 정의

하여 상기 eSCO 링크를 통해서 주고받는 패킷(EV packet)들에 대해서도 ARQN scheme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

나, 이것은 재전송을 통한 전송 확률만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전송 파워 컨트롤과는 무관하다. 하지만, 본 발명에 따르면

EV packet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ARQN bit도 전송 power를 control하는 데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상기 판단 결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CRC(Cyclic Rredundancy Check) 필드를 포함하는 패킷인지를 판단한다(단

계 309).

즉, 상기 패킷 헤더의 TYPE 항목을 참조하여 상기 패킷이 DM,DH,DV 패킷인지를 판단하여, DM, DH, DV 패킷인 경우에

는 CRC 필드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DM, DH, DV 패킷이 아닌 경우에는 CRC 필드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다. 또한, ARQN scheme이 적용될 수 있는 eSCO(extended Synchronous Connection Oriented) 링크를 사용하는지를

DM,DH,DV 패킷인지 여부를 판단시에 함께 판단할 수도 있다.

상기 판단 결과, CRC 패킷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데이터 패킷을 수용하고(단계 317), 현재의 ARQN 값

을 이전 ARQN 값으로 유지한다(단계 319).

상기 판단결과, CRC 패킷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현재 SEQN 값이 이전 SEQN(SEQNOLD) 값과 동일한지 여

부를 판단한다(단계 311).

상기 판단 결과, 현재 SEQN 값이 이전 SEQN(SEQNOLD) 값과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한 패킷이 재전송된 경우이므로 페이

로드를 무시하고(단계 321), ARQN 비트를 1로 설정하여 ACK로 설정한다(단계 325). 상기 판단 결과, 현재 SEQN 값이

이전 SEQN 값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패킷이 수신된 것으로 보고 CRC 값이 유효한지를 판단한다(단계 313).

CRC 값이 유효한 경우에는 이전 SEQN(SEQNOLD)값을 현재의 SEQN값으로 대체하고(단계 315), 페이로드를 수용한 후

(단계 323), ARQN 비트를 1로 설정하여 ACK로 설정한다(단계 325). 로컬(local) 블루투스 단말기가 리모트(remote)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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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투스 단말기에게 패킷을 전송한 경우 잘 수신했을 경우에는 ARQN 비트를 '1'(ACK)로 세팅해서 응답을 보내고, 잘 수신

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ARQN bit을 '0'(NAK)으로 세팅해서 응답을 보내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상기와 같은 특성을 이용

하여 본 발명에서는 수신되는 ARQN 비트가 ACK인지 NAK인지에 따라 전송 파워를 조절하도록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세한 설명은 후술한다.

CRC 값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페이로드를 거부한 후(단계 327), ARQN 비트를 0으로 설정하여 NAK로 설정한다(단

계 325). 그 다음, 전송 루틴에서 대기한다(단계 331).

지금까지의 블루투스 규격(specification)에서는 전송 파워 컨트롤과 관련해서 RSSI(Receiver Signal Strength

Indicator) measurement 및 파워 컨트롤 LMP 메시지(power control Link Manager Protocol message)를 정의하고 있

다. RSSI에서는 수신된 신호의 세기를 측정하여 기준 레벨(threshold level, 예를 들어, RealUpperLimit,

RealLowerLimit, RSSIUpperLimit 및 RSSILowerLimit)과 비교하여 리모트 블루투스 단말기에서 파워를 증가시켜야할

지 또는 감소시켜야할지를 결정한다. 상기 RSSI measurement 및 파워 컨트롤 LMP 메시지에 대한 지원은 선택적인 사항

으로 블루투스 단말기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지원할 수도 있고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블루투스 장치를 사용하는 디바이스들간에 송수신되는 파워 컨트롤 관련 신호들, 즉 LMP(Link Manager Protocol) 메시

지들은 수신측 단말에서 연결 관리자(LM; Link Manager)에 의하여 해석되고 필터링(Filtering)되며 상위 계층으로는 전

달되지 않는다.

이하, 도 4 내지 도 6을 참조하여 이를 설명한다.

도 4 내지 도 6은 블루투스 규격에 따른 전송 파워 컨트롤과 관련된 메시지 교환 절차를 나타낸다.

도 4를 참조하면, 전송측 블루투스 단말기(Initiating LM; 410)에서 다른 블루투스 단말기, 즉 수신측 블루투스 단말기

(LM; Link Manager; 420)로 전송 파워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송측(Initiating LM; 410)에서 전송 파워

증가 요청 메시지(LMP_incr_power_req) 또는 전송 파워 감소 요청 메시지(LMP_decr_power_req)를 수신측(LM)에 전

송한다.

도 5를 참조하면, 수신측(420)에서 전송 파워를 증가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상기 전송 파워 증가 요청 메시지

(LMP_incr_power_req)에 대한 응답으로 LMP_max_power 메시지를 상기 전송측(410)으로 전송한다. 여기서, 수신측

(420)에서 전송 파워를 증가시킬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수신측(420)에서 전송 파워 컨트롤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거나, 수신

측(420)에서 이미 허용된 최대 파워로 전송을 한 경우를 말한다.

도 6을 참조하면, 수신측(420)에서 전송 파워를 감소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상기 전송 파워 감소 요청 메시지

(LMP_decr_power_req)에 대한 응답으로 LMP_min_power 메시지를 상기 전송측(410)으로 전송한다. 여기서, 수신측

(420)에서 전송 파워를 감소시킬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수신측(420)에서 전송 파워 컨트롤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거나, 수신

측(410)에서 이미 허용된 최소 파워로 전송을 한 경우를 말한다.

도 7은 블루투스에서의 일반적인 전송 파워 컨트롤 방법을 설명하는 순서도이고, 도 8은 블루투스 규격에 따른 수신 파워

레벨의 상하한을 나타낸다.

도 7을 참조하면, 먼저, 로컬 블루투스 단말기에서 패킷을 수신하여(단계 701), 수신된 패킷의 파워 레벨 값을 리얼 상한값

(RealUpperLimit)과 리얼 하한값(RealLowerLimit)과 비교한다.

수신된 패킷의 파워 레벨 값이 리얼 상한값(RealUpperLimit) 이상이거나 리얼 하한값(RealLowerLimit) 이하인 경우에는

패킷 수신 동작을 중지한다(단계 715).

수신된 패킷의 파워 레벨 값이 리얼 상한값(RealUpperLimit)보다 작고 리얼 하한값(RealLowerLimit)보다 큰 경우에는

다시, 수신된 패킷의 파워 레벨 값을 리얼 상한값(RealUpperLimit)과 RSSI 상한값(RSSIUpperLimit)과 비교한다(단계

703).

수신된 패킷의 파워 레벨 값이 리얼 상한값(RealUpperLimit)보다 작고 RSSI 상한값(RSSIUpperLimit)보다 큰 경우에는

파워 감소 요청을 위해 전송 파워 감소 요청 메시지(LMP_decr_power_req)를 전송한다(단계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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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된 패킷의 파워 레벨 값이 단계 707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수신된 패킷의 파워 레벨 값을 리얼 하

한값(RealLowerLimit)과 RSSI 하한값(RSSILowerLimit)과 비교한다(단계 709).

수신된 패킷의 파워 레벨 값이 리얼 하한값(RealLowerLimit)보다 크고 RSSI 하한값(RSSILowerLimit)보다 작은 경우에

는 파워 증가 요청을 위해 전송 파워 증가 요청 메시지(LMP_incr_power_req)를 전송한다(단계 711).

수신된 패킷의 파워 레벨 값이 단계 707 및 단계 709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전송 파워 컨트롤과 관련된

LMP 메시지(LMP_incr_power_req, LMP_decr_power_req)를 리모트 블루투스 단말기에 전송하지 않고, 패킷을 계속

수신한다(단계 713).

즉, RSSI measurement의 목적 자체가 리모트 블루투스 단말기가 보낸 패킷을 로컬 블루투스 단말기가 제대로 수신할 수

있도록 리모트 단말기의 전송 파워를 조절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수신되는 신호의 세기가 수신 가능한 최저

레벨(RealLowerLimit)보다 약간 큰 레벨(RealLowerLimit과 RSSILowerLimit사이의 값)을 갖거나, 수신 가능한 최고

level(RealUpperLimit)보다 약간 작은 레벨(RSSIUpperLimit과 RealUpperLimit 사이의 값)을 갖는 경우에만 전송 파워

컨트롤과 관련된 LMP 메시지를 송신한다. 따라서, 수신되는 신호의 세기가 RSSILowerLimit과 RSSIUpperLimit 사이에

있을 경우에는, 리모트 단말기에게 전송 파워 컨트롤을 위한 LMP 메시지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리모트 단말기는 계속해서

이전의 파워 레벨로 신호를 전송한다.

테이블 1은 블루투스 규격 v1.1에 정의된 상기 리얼 상한값(RealUpperLimit), 리얼 하한값(RealLowerLimit), RSSI 상한

값(RSSIUpperLimit) 및 RSSI 하한값(RSSILowerLimit)의 예를 나타낸다.

<테이블 1>

 수신 파워 레벨  예  범위

RealUpperLimit

(actual upper sensitivity of receiver)

 -20dBm  -20dBm 또는 그 이상

RSSIUpperLimit

(Golden Receiver Upper Power Range)

 -36dBm  RSSILowerLimit + 20dB

RSSILowerLimit

(Golden Receiver Lower Power Range)

 -56dB  -56dB~(RealLowerLimit+6dB)

RealLowerLimit

(actual lower sensitivity of receiver)

 -70dB  -70dBm 또는 그 이상

도 9a 및 도 9b는 전송 파워가 낭비되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이다.

도 9a를 참조하면, 전송측 블루투스 장치 1(410)이 수신측 블루투스 장치 2(420)에게 10dBm(10mW)의 파워로 신호를 전

송했을 때, 수신측 블루투스 장치 2(420)에서 -38dBm의 크기로 수신하였다.

도 7의 전송 파워 컨트롤 방법에 따르면, 수신측 블루투스 장치 2(420)에서는 수신된 신호의 크기(-38dBm)가 테이블 1의

RSSILowerLimit보다 크고, RSSIUpperLimit보다 작기 때문에 전송측 블루투스 장치 1(410)에게 파워 컨트롤과 관련된

LMP 메시지(LMP_decr_power_req message)를 전송하지 않는다.

전송측 블루투스 장치 1(410)에서는 수신측 블루투스 장치 2(420)에서 파워 컨트롤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10dBm으로 신호를 전송한다.

도 9b를 참고하면, 전송측 블루투스 장치 1(410)과 수신측 블루투스 장치 2(420)간의 현재 통신 채널 상태가 좋거나 혹은

두 블루투스 장치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전송측 블루투스 장치 1(410)에서 현재 전송하고 있는 파워 레벨보다

18dB 적게 보내는 경우에도 수신측 블루투스 장치 2(420)에서는 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 이때, 수신되는 신호의 세기가 -

38dBm-18dB, 즉 -56dBm (RSSILowerLimit)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수신측 블루투스 장치 2(420)는 전송측 블루투스

장치 1(410)에게 파워 컨트롤 관련된 LMP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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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전송측 블루투스 장치 1(410)에서 10dBm-18dB (약 -8dBm), 즉 약 0.16mW의 파워로 전송해도 수신측 블

루투스 장치 2(420)에서 신호를 수신할 수 있으므로, 10mW-0.16mW, 즉 9.84mW의 전송 파워를 낭비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즉, 도 7의 전송 파워 컨트롤 방법에 따르면, 로컬 블루투스 단말기와 리모트 블루투스 단말기간의 현재 통신 채널 상태가

좋거나 혹은 두 단말기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전송 파워의 낭비를 일으킬 수 있다. 그 결과, 소정 범위(range)안

에 있는 다른 블루투스 단말기에 대한 간섭(interference)이 증가할 수가 있다.

도 10은 불필요한 패킷 재전송이 일어나는 경우를 설명하는 개념도이다.

도 10을 참조하면, 전송측 단말기인 마스터에서 패킷 1(예를 들어 DM, DH, DV 패킷)을 슬레이브로 전송할 때, 마스터와

슬레이브간의 현재 통신 채널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슬레이브에서 ACK를 보낸 경우에도 마스터에서 ACK를 수신하

지 못하여 패킷 1을 계속해서 재전송 하게 된다. 즉, 로컬 블루투스 단말기와 리모트 블루투스 단말기간의 현재 통신 채널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패킷 재전송으로 인한 채널 낭비 및 송수신 장치의 오버로드(overload)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본 발명의 채널 상태에 따른 전송 파워 컨트롤 방법을 적용하여 슬레이브의 전송 파워를 소정 크기만큼 높여

전송하면, 마스터가 에러 없이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 불필요한 패킷 재전송으로 인한 채널 낭비를 막을 수 있

다. 또한,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각각 패킷을 재전송하고 재수신하면서 생기는 오버로드를 막을 수 있다. 자세한 설명은 후

술한다.

도 11은 BER에 따른 블루투스 비동기 패킷 타입별 처리율(throughput)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11의 그래프는 2002년

발표된 "A novel channel modeling technique for performance analysis of Bluetooth baseband packets"(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Volume 1, 2002)의 그림 1에서 인용한 것이다.

도 11을 참조하면, 3-slots 이상의 DH(Data-High rate) 패킷(DH3, DH5)의 경우에는 BER이 높아짐에 따라 처리율

(throughput)이 급격히 떨어진다. 3-slots 이상의 DM(Data-Medium rate) 패킷(DM3, DM5)의 경우에도 BER이 0.1%

이상이 되면 처리율(throughput)이 현저히 떨어진다. 따라서 처리율(throughput)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호의 세기를 증가

시켜 BER을 좋게 할 필요가 있다.

도 1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채널 상태를 고려한 전송 파워 조절이 가능한 블루투스 시스템의 구성도이고, 도 1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채널 상태를 고려한 전송 파워 조절이 가능한 블루투스 시스템 구성도이다.

도 12를 참조하면, 상기 블루투스 시스템은 로컬 블루투스 장치(1110)와 리모트 블루투스 장치(1200)로 구성된다. 로컬

블루투스 장치(1110)는 베이스밴드 처리부(1110), 제어부(1140), 메모리(1130), 인터페이스부(1120) 및 RF 송수신부

(1150)를 포함한다. 블루투스 시스템은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점-대-점 연결 뿐만 아니라 점-대-다점 연결을 지원한

다.

전송 파워 컨트롤이 가능한 블루투스 장치에 있어서, 베이스밴드 처리부(1110)는 채널 상태를 관찰하여 채널 상태에 따라

전송 파워(transmission power)를 제어할 수 있는 전송 파워 컨트롤부(1112)를 포함한다. 전송 파워 컨트롤부(1112)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후술한다.

제어부(1140)는 블루투스 장치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며, 특히, 각각의 블루투스 장치간의 연결설정 및 연결해제 등 링

크 처리 전반에 걸쳐 제어를 한다.

메모리(40)는 상기 제어부(1140)를 구동하는 제어 프로그램을 저장하며, 프로그램 수행 중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데이터를

저장한다.

베이스밴드 처리부(1110)는 제어부(1140)로부터의 송신 데이터를 코딩(coding) 및 암호화(ciphering)하여 무선 통신을

위한 소정의 데이터 패킷을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패킷을 기저대역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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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 송수신부(1150)는 베이스밴드 처리부(1110)에서 생성한 무선 송신용 데이터 패킷을 주파수 호핑(frequency

hopping)방식에 의해 설정된 주파수 대역으로 변조하고, 이를 증폭하여 안테나를 통하여 송신하고, 수신되는 주파수 신호

의 잡음의 증폭을 최대한 억제하고 설정된 주파수 대역의 신호를 증폭한 후 기저대역 주파수로 낮추어 기저대역 처리부

(1110)에 전달한다.

인터페이스부(1120)는 예를 들어 타이머, GPIO(General Purpose Input Output) 장치 및 비동기 직렬 통신을 수행하는

UART(Universal Asynchronous Receiver-Transmitter)로 이루어져 외부 장치와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한다.

베이스밴드 처리부와 RF 송수신부는 도 12와 같이 하나의 칩 상에 구현될 수도 있고, 도 13과 같이 별도의 칩으로 구현될

수도 있다.

도 1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채널 상태를 고려한 전송 파워 조절 방법을 설명하는 순서도이고, 도 15는 도 14의 전

송 파워 조절 방법 중에서 채널 상태를 파악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순서도이다.

도 14를 참조하면, 먼저, 로컬 블루투스 단말기는 리모트(remote) 블루투스 단말기와 링크 매니저 프로토콜 특성 질의 메

시지(LMP_features_req 메시지) 및 링크 매니저 프로토콜 특성 응답 메시지(LMP_feature_res 메시지) 교환을 통하여

리모트 블루투스 단말기에서 지원하는 각종 특성을 확인한다(단계 1401). LMP_features_req 메시지 및

LMP_feature_res 메시지는 블루투스 규격 v1.1에 의하면 8 바이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2번째 바이트의 특정 비트에는

RSSI(Receiver Signal Strength Indicator) 지원 여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3번째 바이트의 특정 비트에는 전송

파워 컨트롤 지원 여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로컬 블루투스 단말기는 상기 LMP_features_req 메시지 및 LMP_feature_res 메시지를 이용하여 리모트 블루투스 단말

기가 RSSI(Receiver Signal Strength Indicator) measurement를 지원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단계 1403). 상기 판단 결

과, RSSI measurement를 지원하는 것을 확인된 경우에는 전송 파워 컨트롤 요청 메시지가 도달하였는지를 판단하고(단

계 1405), RSSI measurement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현재 채널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을 수행한다(단

계 1411).

전송 파워 컨트롤 요청 메시지(power control request message)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채널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을 수행한다(단계 1411).

전송 파워 컨트롤 요청 메시지(power control request message)에는 전술한 블루투스 규격 v1.1에 의하면

LMP_incr_power_req, LMP_decr_power_req, LMP_max_power 및 LMP_min_power를 포함한다.

전송 파워 컨트롤 요청 메시지(power control request message)가 도달한 경우에는 상기 전송 파워 컨트롤 요청 메시지

가 파워 증가 요청 메시지(LMP_incr_power_req)인지를 판단하고(단계 1407), 파워 증가 요청 메시지

(LMP_incr_power_req)인 경우에는 전송 파워를 증가시킬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1419를 수행한다. 파워 증가 요청 메

시지(LMP_incr_power_req)가 아닌 경우에는 파워 감소 요청 메시지(LMP_decr_power_req)인지를 판단하고(단계

1409), 파워 감소 요청 메시지(LMP_decr_power_req)인 경우에는 전송 파워를 감소시킬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1413

을 수행한다. 파워 감소 요청 메시지(LMP_decr_power_req)가 아닌 경우에는 현재 채널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단계

1411)을 수행한다. 자세한 설명은 후술한다.

단계 1419에서는 현재 전송 파워 레벨(Pout)이 (Pmax - Pstep_size) 보다 큰지 여부를 판단한다(단계 1419). 여기서,

Pmax은 해당 블루투스 장치가 파워 세팅을 통해 가질 수 있는 최대 전송 파워 한계값을 나타내고, Pstep_size는 전송 파

워 컨트롤이 가능한 블루투스 장치가 전송 파워 레벨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때 적용하는 파워 스텝 사이즈(power step

size)이다. 예를 들어, Pstep_size는 최소 2dB에서 최대 8dB을 가질 수 있으며, 일정한 상수값을 가질 수도 있고 가변적인

값을 가질 수 도 있다.

현재 전송 파워 레벨(Pout)이 Pmax과 Pstep_size의 차보다 크지 않은 경우에는 전송 파워를 상기 Pstep_size 만큼 증가

시킨다(단계 1421). 현재 전송 파워 레벨(Pout)이 Pmax과 Pstep_size의 차보다 큰 경우에는 현재의 전송 파워를 변화시

키지 않고 유지한다(단계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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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413에서는 현재 전송 파워 레벨(Pout)이 Pmin과 Pstep_size의 합보다 작은지 여부를 판단한다(단계 1413). 여기

서, Pmin은 해당 블루투스 장치가 파워 세팅을 통해 가질 수 있는 최소 전송 파워 한계값을 나타낸다. 전송 파워 레벨을 감

소시키고자 할 경우의 Pstep_size는 전송 파워 레벨을 증가시키고자 할 경우의 Pstep_size와 동일한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서로 다른 값을 가질 수도 있다.

현재 전송 파워 레벨(Pout)이 Pmin과 Pstep_size의 합보다 작지 않은 경우에는 전송 파워를 상기 Pstep_size 만큼 감소시

킨다(단계 1415). 현재 전송 파워 레벨(Pout)이 Pmin과 Pstep_size의 합보다 작은 경우에는 현재의 전송 파워를 변화시

키지 않고 유지한다(단계 1417).

전송 파워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경우에는 상기 Pstep_size만큼 전송 파워를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시킬 수 있으며,

또는 파워 레벨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Pstep_size의 크기를 가변 시킬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상기 단계 1403 내지 단계 1421은 각각의 수신 슬롯(Rx slot) 마다 수행된다.

이하, 도 15의 현재 채널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현재의 블루투스 장치가 마스터 모드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단계 1501), 마스터 모드인 경우에는 직전 슬롯에서 마스

터가 패킷을 전송했던 슬레이브 모드의 블루투스 장치로부터 응답 패킷이 수신되었는지를 판단한다(단계 1503). 직전 슬

롯에서 마스터가 패킷을 전송했던 슬레이브로부터 null 패킷이나 데이터 패킷과 같은 응답 패킷이 수신되지 않은 경우에는

ARQN이 NAK인 것으로 판단하여 단계 1515를 수행하고, 응답 패킷이 수신된 경우에는 ARQN이 ACK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1505를 수행한다.

상기와 같은 파워 컨트롤 방법은 베이스밴드 레이어에서 수행되거나 또는 링크 매니저 레이어에서 수행될 수 있다. 또한,

일부 스텝은 베이스밴드 레이어에서 수행되고, 나머지 스텝들은 링크 매니저 레이어에서 수행될 수도 있다.

상기 판단 결과, 마스터 모드가 아닌 경우(슬레이브 모드인 경우) ARQN이 ACK 상태인지를 판단한다(단계 1505).

상기 ARQN 비트가 상기 ACK 상태인 경우, 이전의 NAK 누적값을 0으로 리셋하고, 상기 ACK의 개수의 누적값을 1 증가

시켜 제1 임계 값(threshold 1)과 비교하여 상기 전송 파워를 감소시킬지 여부를 판단한다(단계 1509). 상기 판단 결과,

ACK의 개수의 누적값이 제1 임계 값(threshold 1)보다 큰 경우에는 전송 파워를 감소시켜도 된다고 판단하고(단계

1511), 단계 1415를 수행한다. ACK의 개수의 누적 값이 제1 임계 값(threshold 1)보다 크지 않은 경우에는 전송 파워를

현재 상태로 유지해야한다고 판단하고(단계 1513), 단계 1415를 수행한다.

상기 ARQN 비트가 상기 ACk 상태가 아닌 경우, 즉 NAK 상태인 경우, 이전의 ACK 누적값을 0으로 리셋하고, 상기 NAK

의 개수의 누적값을 1 증가시켜 제2 임계 값(threshold 2)과 비교하여 상기 전송 파워를 증가시킬지 여부를 판단한다(단

계 1517). 상기 판단 결과, NAK의 개수의 누적값이 제2 임계 값(threshold 2)보다 큰 경우에는 전송 파워를 증가시켜도

된다고 판단하고(단계 1519), 단계 1419를 수행한다. NAK의 개수의 누적 값이 제2 임계 값(threshold 2)보다 크지 않은

경우에는 전송 파워를 현재 상태로 유지해야한다고 판단하고(단계 1513), 단계 1417을 수행한다.

상기 ACK와 NAK의 누적값과 비교되는 제1 또는 제2 임계값(threshold 1, 2)은 전송 파워 컨트롤 방법에 따라 자유롭게

정의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전송 파워 레벨의 증가 또는 감소가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질 만한 수치로 정의된다.

또한 위의 구현 예에서 전송 파워 컨트롤을 하는 블루투스 장치가 마스터일 경우에는 슬레이브별로 파워 컨트롤 알고리즘

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16은 AWGN 채널 환경하에서 블루투스 신호대잡음비(SNR)와 에러율(BER)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16을 참조하면, AWGN 채널 환경하에서 신호대잡음비(SNR; signal to noise ratio) 값이 커질수록 에러율(BER; bit

error rate)은 감소한다. 이하, 본 발명에서 제시하는 채널 상태 관찰 및 그에 따른 전송 파워 컨트롤 방법의 효과를 도 16

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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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민감도(sensitivity)와 잡음 지수(NF; noise figure)를 갖는 수신측 블루투스 장치가 잡음(noise) 및 기타 간섭

(interference) 성분이 적은 환경에 있거나 혹은 가까운 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리모트 블루투스 장치가 같은 파워로 신호

를 전송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SNR값이 높아지기 때문에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이 BER

이 낮아지게 된다.

즉, 베이스밴드 패킷을 수신했을 때 에러 발생 확률은 적어지고 그에 따라 NAK 응답을 보낼 가능성은 희박해 지는 것이다.

따라서 원격 블루투스 장치가 전송 파워를 어느 정도 낮추어도 일반적인 환경에서의 SNR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에러 없이 베이스밴드 패킷을 수신 할 수가 있으며, 더불어 소정 범위 안에 있는 다른 블루투스 장치에 대한 간섭

(interference) 영향도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동일한 민감도와 잡음 지수 (NF)를 갖는 수신측 블루투스 장치가 잡음 및 기타 간섭 성분이 많은 환경에 있거나 혹

은 먼 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리모트 블루투스 장치가 같은 파워로 신호를 전송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SNR값이 낮아지기 때문에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이 BER은 높아지게 된다. 즉, 베이스밴드 패킷을 수신했을

때 에러 발생 확률은 높아지고 그에 따라 NAK 응답을 보낼 가능성 역시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리모트 블루투스 장치가

전송 파워를 어느 정도만 높여 주어도 SNR 값 상승에 따른 BER 감소로 인한 재전송 및 이로 인한 오버로드(overload)도

줄어들게 된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전송 파워 제어 방법 및 이를 이용한 블루투스 장치에 따르면, 채널 상태를 관찰하여 채널 상태에 따라 전송

파워를 제어할 수 있다. 그 결과, 채널 상태가 좋은 환경에서는 수신측 블루투스 장치가 에러 없이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최소 파워 레벨 정도까지 전송 파워를 줄임으로써, 전송측 블루투스 장치의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고, 이에 따라 소정 범

위(range)안에 있는 다른 블루투스 장치에 대한 간섭(interference)까지도 줄일 수 있다.

또한, 채널 상태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는, 수신측 블루투스 장치가 신호를 제대로 수신할 수 있을 때까지 신호 전송시의 전

송 파워를 높임으로써 재전송으로 인한 채널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송신측 블루투스 장치와 수신측 블루투스 장치와의 오

버로드(overload)를 막을 수 있다.

이상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는 하기의 특허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소정 거리 떨어진 단말기로부터 무선 통신 채널을 통하여 제1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단말기가 상기 제1 신호의 전송시의

파워 레벨 조절 요구에 대한 처리를 지원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단말기가 상기 파워 레벨 조절 요구에 대한 처리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상기 단말기와의 상기 무선 통신 채널 상태에

기초하여 제2 신호의 전송시의 파워 레벨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파워 레벨 조정 여부 판단 결과에 따라 상기 단말기로 전송될 상기 제2 신호의 파워 레벨을 조정하여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전송 파워 제어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파워 레벨 조절 요구에 대한 처리를 지원하는지 판단하는 단계는

상기 단말기와 상기 단말기의 특성 정보를 포함하는 링크 매니저 프로토콜 특성 질의 메시지 및 링크 매니저 프로토콜 특

성 응답 메시지를 교환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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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링크 매니저 프로토콜 특성 응답 메시지에 포함된 RSSI(Receiver Signal Strength Indicator) measurement 지원

여부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단말기가 파워 조절 요구를 위한 처리를 지원하는지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 파워 제어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링크 매니저 프로토콜 특성 질의 메시지 및 링크 매니저 프로토콜 특성 응답 메시지는 블루투스 무

선 통신 규격에 따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 파워 제어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통신 채널 상태는 블루투스 베이스 밴드 패킷의 헤더에 존재하는 ACK 또는 NAK 상태를 알려

주는 ARQN 비트를 이용하여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 파워 제어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파워 레벨 조정 여부 판단 단계는

상기 ARQN 비트가 상기 ACK 상태 또는 NAK 상태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ARQN 비트가 상기 ACK 상태인 경우, 이전의 NAK 누적값을 0으로 리셋하고, 상기 ACK의 개수의 누적값을 1 증가

시켜 제1 임계 값과 비교하여 상기 전송 파워를 감소시킬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ARQN 비트가 상기 NAK 상태인 경우, 이전의 ACK 누적값을 0으로 리셋하고, 상기 NAK의 개수의 누적값을 1 증가

시켜 제2 임계 값과 비교하여 상기 전송 파워를 증가시킬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

파워 제어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파워를 감소시킬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는 상기 ACK의 개수의 누적값이 상기 제1 임계 값보

다 큰 경우에 상기 전송 파워를 감소시키기로 판단하고, 상기 전송 파워를 증가시킬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는 상기 NAK

의 개수의 누적값이 상기 제2 임계 값보다 큰 경우에 상기 전송 파워를 증가시키기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

파워 제어 방법.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파워 레벨 조정 여부 판단 단계는

상기 ACK의 개수의 누적값이 상기 제1 임계 값보다 크지 않거나 상기 NAK의 개수의 누적값이 상기 제2 임계 값보다 크

지 않은 경우에 상기 전송 파워를 현상태로 유지시키기로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 파워 제

어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신호의 파워 레벨을 조정하여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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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파워 레벨 조정 여부의 판단 결과, 상기 제2 신호의 전송 파워를 증가시키기로 판단된 경우 상기 제2 신호의 전송 파

워를 제1 파워 스텝 사이즈만큼 증가시켜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파워 레벨 조정 여부의 판단 결과, 상기 제2 신호의 전송 파워를 감소시키기로 판단된 경우 상기 제2 신호의 전송 파

워를 제1 파워 스텝 사이즈만큼 감소시켜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파워 레벨 조정 여부의 판단 결과, 상기 제2 신호의 전송 파워를 유지시키기로 판단된 경우에는 상기 제2 신호의 전송

파워 레벨을 현재의 전송파워 레벨로 유지하여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 파워 제어 방법.

청구항 9.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파워 레벨 조정 여부 판단 단계는

마스터 모드인지 또는 슬레이브 모드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판단 결과, 슬레이브 모드인 경우 상기 ACK 상태 또는 상기 NAK 상태인지를 판단하는 단계이하를 수행하는 단계;

상기 판단 결과, 마스터 모드인 경우, 직전 슬롯에서 상기 마스터 모드의 단말기가 패킷을 전송했던 슬레이브 모드 단말기

로부터 응답 패킷이 수신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직전 슬레이브 모드 단말기로부터 응답 패킷이 있는 경우 상기 ACK 상태 또는 상기 NAK 상태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직전 슬레이브 모드 단말기로부터 응답 패킷이 없는 경우 상기 ARQN 비트가 상기 NAK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고, 상

기 전송 파워를 증가시킬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 파워 제어 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파워 제어 방법은

상기 파워 컨트롤 지원 여부 판단 결과, 파워 컨트롤을 지원하는 경우, 상기 제1 단말기로부터 파워 컨트롤 요청 메시지가

도달하였는지 판단하는 파워 컨트롤 요청 메시지 도달 여부 판단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 파워 제어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파워 제어 방법은

상기 파워 컨트롤 요청 메시지가 도달한 경우, 상기 파워 컨트롤 요청 메시지가 파워 증가 요청 메시지 또는 파워 감소 요

청 메시지인지를 판단하는 파워 조정 요청 메시지 판단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 파워 제어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파워 제어 방법은

상기 파워 컨트롤 요청 메시지가 파워 증가 요청 메시지인 경우에는 현재의 전송 파워 레벨에서 제1 파워 스텝 사이즈를

더한 값이 최대 전송 가능한 파워 레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송 파워를 현재의 전송파워레벨로 유지하고, 최대 전송 가

능한 파워 레벨 이하인 경우에는 전송 파워를 상기 제1 스텝 사이즈만큼 증가시켜 출력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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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파워 컨트롤 요청 메시지가 파워 감소 요청 메시지인 경우에는 현재의 전송 파워 레벨에서 제2 파워 스텝 사이즈를

뺀 값이 최소 전송 가능한 파워 레벨 미만인 경우에는 상기 전송 파워를 현재의 전송 파워 레벨로 유지하고, 최소 전송 가

능한 파워 레벨 이상인 경우에는 전송 파워를 상기 제2 스텝 사이즈만큼 감소시켜 출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전송 파워 제어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파워 제어 방법은

상기 파워 컨트롤 요청 메시지가 상기 파워 증가 요청 메시지 또는 파워 감소 요청 메시지도 아닌 경우는 상기 단말기와의

무선 통신 채널 상태에 기초하여 상기 제2 신호에 한 파워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

송 파워 제어 방법.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파워 제어 방법은

상기 파워 컨트롤 요청 메시지가 파워 증가 요청 메시지인 경우에는 전송 파워를 상기 제1 파워 스텝 사이즈만큼 증가시켜

출력하는 단계; 및

파워 컨트롤 요청 메시지가 파워 감소 요청 메시지인 경우에는 전송 파워를 상기 제2 파워 스텝 사이즈만큼 감소시켜 출력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 파워 제어 방법.

청구항 15.

블루투스 리모트 단말기로부터 블루투스 통신 채널을 통하여 제1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블루투스 리모트 단말기가 상기

제1 신호의 수신시의 파워 레벨과 기준 파워 레벨의 비교를 통하여 상기 제1 신호의 전송시의 파워 레벨 조절 요구에 대한

처리를 지원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블루투스 리모트 단말기가 상기 파워 레벨 조절 요구에 대한 처리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상기 블루투스 리모트 단말

기와의 상기 블루투스 통신 채널 상태에 기초하여 제2 신호의 전송시의 파워 레벨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파워 레벨 조정 여부 판단 결과에 따라 상기 블루투스 리모트 단말기로 전송될 상기 제2 신호의 파워 레벨을 조정하

여 상기 블루투스 리모트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전송 파워 제어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파워 레벨 조절 요구에 대한 처리를 지원하는지 판단하는 단계는

상기 블루투스 리모트 단말기와 상기 블루투스 리모트 단말기의 특성 정보를 포함하는 링크 매니저 프로토콜 특성 질의 메

시지 및 링크 매니저 프로토콜 특성 응답 메시지를 교환하는 단계; 및

상기 링크 매니저 프로토콜 특성 응답 메시지에 포함된 RSSI(Receiver Signal Strength Indicator) measurement 지원

여부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블루투스 리모트 단말기가 파워 조절 요구를 위한 처리를 지원하는지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 파워 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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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파워 레벨 조정 여부 판단 단계는

상기 ARQN 비트가 상기 ACK 상태 또는 NAK 상태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ARQN 비트가 상기 ACK 상태인 경우, 이전의 NAK 누적값을 0으로 리셋하고, 상기 ACK의 개수의 누적값을 1 증가

시켜 제1 임계 값과 비교하여 상기 전송 파워를 감소시킬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ARQN 비트가 상기 NAK 상태인 경우, 이전의 ACK 누적값을 0으로 리셋하고, 상기 NAK의 개수의 누적값을 1 증가

시켜 제2 임계 값과 비교하여 상기 전송 파워를 증가시킬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

파워 제어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파워를 감소시킬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는 상기 ACK의 개수의 누적값이 상기 제1 임계값보

다 큰 경우에 상기 전송 파워를 감소시키기로 판단하고, 상기 전송 파워를 증가시킬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는 상기 NAK

의 개수의 누적값이 상기 제2 임계 값보다 큰 경우에 상기 전송 파워를 증가시키기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

파워 제어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파워 레벨 조정 여부 판단 단계는

상기 ACK의 개수의 누적값이 상기 제1 임계 값보다 크지 않거나 상기 NAK의 개수의 누적값이 상기 제2 임계 값보다 크

지 않은 경우에 상기 전송 파워를 현상태로 유지시키기로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 파워 제

어 방법.

청구항 20.

리모트 블루투스 장치와의 연결 설정 및 해제를 제어하고 블루투스 장치의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부;

블루투스 무선 통신을 위한 데이터 패킷을 생성하여 베이스밴드 신호로 변환하고, 상기 리모트 블루투스 장치가 파워 레벨

조절 요구에 대한 처리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상기 리모트 블루투스 장치와의 통신 채널 상태에 기초하여

전송 파워 레벨을 제어하는 전송 파워 컨트롤부를 포함하는 베이스밴드 처리부; 및

상기 베이스밴드 처리부에서 생성된 베이스밴드 신호를 주파수 호핑 방식에 의해 설정된 주파수 대역으로 변조하고 송신

하고, 외부로부터 신호를 수신하여 베이스밴드 대역의 주파수로 변환하여 상기 베이스밴드 처리부로 전달하는 송수신부를

포함하는 블루투스 장치.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파워 컨트롤부는

등록특허 10-0542101

- 15 -



블루투스 베이스 밴드 패킷의 헤더에 존재하는 ACK 또는 NAK 상태를 알려주는 ARQN 비트를 이용하여 상기 리모트 블

루투스 장치와의 블루투스 통신 채널 상태를 판단하여 전송 파워 레벨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루투스 장치.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파워 컨트롤부는

상기 리모트 블루투스 장치로부터 상기 통신 채널을 통하여 제1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리모트 블루투스 장치가 상기 제1

신호의 수신시의 파워 레벨과 기준 파워 레벨의 비교를 통하여 상기 제1 신호의 전송시의 파워 레벨 조절 요구에 대한 처

리를 지원하는지를 판단하고,

상기 리모트 블루투스 장치가 상기 파워 레벨 조절 요구에 대한 처리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상기 리모트 블루투스 장치와

의 상기 통신 채널 상태에 기초하여 제2 신호의 전송시의 파워 레벨 조정 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파워 레벨 조정 여부 판단 결과에 따라 상기 리모트 블루투스 장치로 전송될 상기 제2 신호의 파워 레벨을 조정하여

상기 리모트 블루투스 장치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루투스 장치.

청구항 24.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파워 레벨의 결정은 베이스밴드 레이어를 통하여 상기 통신 채널 상태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블루투스 장치.

청구항 25.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파워 레벨의 결정은 링크 매니저 레이어를 통하여 상기 통신 채널 상태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루투스 장치.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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