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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서로 근거리 무선통신을 행하는 캐쉬 레지스터장치(1)와 블루투스(Bluetooth) 휴대단말(2)을 구비하고, 캐쉬

레지스터장치(1)는 블루투스 휴대단말(2)에 대한 탐색요구처리 및 접속요구처리를 행하는 동안에는, 송신전력을 작게 하

여 소망하는 블루투스 휴대단말(2)과만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제공 시에는 송신전력을 크게 한다. 이에 따라, 소망

하는 블루투스 휴대단말(2)에 확실하게 접속할 수 있고, 또한 일단 접속한 후에는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블루투스 휴대단

말(2)이 이동해도 그 블루투스 휴대단말(2)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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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근거리 통신시스템의 제1 실시형태의 전체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 2는 캐쉬 레지스터장치(1)의 내부구성의 일례를 나타낸 블록도,

도 3은 캐쉬 레지스터장치(1) 내의 블루투스 모듈(11)의 내부구성의 일례를 나타낸 블록도,

도 4는 블루투스 휴대단말(2)의 내부구성의 일례를 나타낸 블록도,

도 5는 블루투스 휴대단말(2)이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상대방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기 위한 처리수순을 나타낸 플로우차

트,

도 6은 블루투스 모듈(11)과 통신영역을 나타낸 도면,

도 7은 안테나의 지향성을 설명하는 도면,

도 8은 도 7을 바로 위에서 본 상태를 나타낸 도면,

도 9는 캐쉬 레지스터장치(1)의 처리수순의 일례를 나타낸 플로우차트,

도 10은 캐쉬 레지스터장치(1; POS단말)의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경우의 근접 무선통신 시스템의 처리수순의 일례를 나타

낸 시퀀스도,

도 11은 블루투스 휴대단말(2)과 안테나(31)의 위치관계를 나타낸 도면,

도 12는 블루투스 휴대단말(2)의 제2 실시형태의 처리수순의 일례를 나타낸 플로우차트,

도 13은 본 발명에 따른 근거리 통신 시스템의 제2 실시형태의 처리수순의 일례를 나타낸 시퀀스도,

도 14는 본 발명에 따른 근거리 통신 시스템의 제3 실시형태의 처리수순의 일례를 나타낸 시퀀스도,

도 15는 도 14의 변형례를 나타낸 시퀀스도,

도 16은 본 발명에 따른 근거리 통신 시스템의 제4 실시형태의 처리수순의 일례를 나타낸 시퀀스도,

도 17은 블루투스 휴대단말이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상대방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제5 실시형태의 처리수순을 나

타낸 플로우차트,

도 18은 제5 실시형태에 따른 시퀀스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근거리 무선통신에 의해 각종 서비스의 송수신을 행하는 정보제공장치, 정보수신장치,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기

록한 기록매체, 정보수신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및 무선통신장치에 관한 것이다.

최근, 전송거리가 10m정도의 근거리 무선통신방식이 주목을 모으고 있다. 종래의 무선 랜(LAN)은 유효한 전송거리 범위

가 100m 이상인데 반해, 근거리 무선통신방식은 전송거리가 짧기 때문에, 사용하는 전력이 적어 휴대전화나 PDA 등의 휴

대형 정보처리장치(이하, 간단히 휴대단말이라 칭함) 등의 배터리 용량에 제한이 있는 정보처리장치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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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근거리 무선통신방식의 하나로, 블루투스[bluetooth(TM)]라고 하는 것이 있고(http://www.bluetooth.org/의 엡

사이트에서 입수가능한 사양서 참조), 근래 이 블루투스의 사양에 따른 통신기능(이하, 블루투스 통신기능)을 갖춘 휴대단

말이나 휴대단말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가 보급되기 시작하고 있다.

블루투스 통신기능은 저가의 칩으로 실현할 수 있고, 소형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블루투스 통신기능을 갖춘 장치가 금후

도처에서 보급되리라고 예상된다. 블루투스의 보급에 따라 임의의 장소에서 각 장소에 따른 각종 서비스의 제공을 실현하

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예컨대, 편의점, 슈퍼 및 소매점 등에서는 전자쿠폰 서비스, 전자포인트 서비스, 전자결제, 리시트(receipt) 및 영수증 발행

등, 블루투스를 이용한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제공이 검토되고 있다. 또, 전자티켓에 의해 게이트(gate) 개폐의

제어, 자동판매기에서의 결제나 할인 서비스, 주차장, 주유소 및 드라이브스루(drive-thru: 자동차에 탄 채로 물건 등을 사

는 방식)에서의 요금지불 등으로의 응용도 검토되고 있다. 그 밖에, 인터넷으로의 억세스, 특정의 장소에 의존한 정보배신

(配信) 및 유저의 위치정보의 제공, 경로안내 등도 가능하다. 상기에 관련한 몇 가지의 서비스는 이미 실 시스템으로 실험

이 행하여지고 있다.

이하, 블루투스 통신기능을 갖춘 휴대단말(이하, 간단히 블루투스 휴대단말이라 칭함)과, 블루투스 통신기능을 갖추고 각

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간단히 블루투스장치라 칭함) 사이에서, 블루투스에 의한 접속을 확립하고,

당해 블루투스 휴대단말을 소지하는 유저에게 블루투스장치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종래기술을 설명한

다.

먼저, 블루투스 휴대단말이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상대방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기 위한 수순을 설명한다.

블루투스 휴대단말은 서비스를 받기 위한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 응용프로그램)을 기

동한다. 다음에, 블루투스 휴대단말의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은 통신가능한 단말을 발견하기 위해 인콰이어리(inquiry:

문의, 조회)를 미리 지정한 기간(예컨대, 10초간) 행할 것을 블루투스 모듈에 지시한다. 여기서, 블루투스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블루투스 통신기능을 실현하는 통신처리부로, 칩 등의 하드웨어로 구성해도 좋고, 소프트웨어로 구성해도 좋다.

지정시간 경과 후에 인콰이어리가 완료되면,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은 그 동안 발견한 각각의 블루투스장치의 식별명,

혹은 그 장치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식별명인 원격 네임(remote name)을 취득하는 명령을 블루투스 모듈에 지시한다.

다음에, 발견한 모든 블루투스장치의 원격 네임을 취득한 후, 취득한 원격 네임의 일람을 유저에게 제시하고, 접속할 블루

투스장치의 선택을 촉구한다. 다음에,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은 유저가 선택한 블루투스장치에 대해 ACL접속 요구명령

을 블루투스 모듈에 지시한다.

설정에 따라서는, ACL접속 중에 단말인증수순을 행하는 경우도 있고, 쌍방의 장치로 동일한 링크키, 혹은 링크키를 작성

하기 위해 동일한 PIN 코드입력에 의해, 쌍방의 장치를 인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 암호통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처리 실시 후에 링크키로부터 일시적인 암호통신용의 암호키가 작성된다.

다음에,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은 ACL접속 완료후 서비스정보 취득명령을 송신하도록 블루투스 스택이라 불리는 모듈

에 지시한다. 상대방 장치로부터 서비스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어플리케이션이 이용하는 프로토콜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다.

다음에,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은 프로토콜에 대응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프로토

콜과 접속하기 위해, 블루투스 스택이라 불리는 모듈에 지시한다. 예컨대,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

OBEX FTP를 사용하는 것이면,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은 OBEX의 접속요구함수를 호출(call)한다. 이 경우, 스택은

RFCOMM(RF + COMM)이나 L2CAP(Logical Link Control and Adaptation Layer Protocol)의 접속을 순서대로 행하

여 L2CAP나 RFCOMM의 접속완료 후 OBEX 프로토콜의 접속을 실현한다.

프로토콜의 접속완료 후에,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은 어플리케이션 레벨로 챌린지응답 등을 행함으로써 서버인증을 행

한다. OBEX의 경우는, OBEX 프로토콜 자체에 인증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OBEX 프로토콜의 인증기능을 이용해도 서

비스 제공장치의 인증은 가능하다.

이상의 수순에 의해, 유저는 블루투스 휴대단말을 사용하여 소망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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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상기의 수순을 실행하면, 서비스를 받기까지에 걸리는 처리시간은, 통신가능한 장치가 1대밖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도, 일정시간 통신가능단말 발견처리인 인콰이어리를 행하면, 통상 10수초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또, 원격 네임은

1대씩 취득하기 때문에, 통신가능한 장치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는 그 대수에 비례하여 처리시간이 증가되어 가게 된다.

즉, 원격 네임의 취득에 약 1초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N대의 장치가 발견된 경우에는 모든 장치의 원격 네임 취득에 N초를

필요로 하게 된다.

예컨대 슈퍼마켓 등에서 캐쉬 레지스터장치가 1m 간격으로 복수개 늘어서 있고, 쇼핑객이 블루투스 휴대단말을 사용하여

지불을 행하기 위해 캐쉬 레지스터장치를 탐색하면, 캐쉬 레지스터장치의 대수 분량의 시간을 대기하지 않으면 접속할 수

없게 되어, 레지스터작업에 시간이 걸려 버린다.

인콰이어리에 의해 취득할 수 있는 정보에 포함되는 블루투스장치의 종류에관한 정보를 기록한 COD(Class of Device)를

사용함으로써, 소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만을 좁혀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만, COD는 장치의 종류이고, 서비스 그

자체를 식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COD에 결제 서비스의 카테고리가 존재한다고 해도, 상기의 예에서는 모든 레

지스터가 그 카테고리에 속하여 유저의 선택시간의 단축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한편, 근접 통신수단의 하나인 적외선은 무선통신과 비교하여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 특정의 장치로 향하는 것만으로 그 장

치와 통신을 행할 수 있다. 현재로는, 휴대전화에 채용되어 있고, 적외선을 사용한 회원관리 시스템이 실현되고 있지만, 적

외선의 디바이스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곤란한 것과, 통신을 행하고 있는 동안은 동일한 자세를 유지하지 않으면 통신이

절단되어 버린다고 하는 과제를 내포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무선통신은 한번 소망하는 상대방과 통신이 확립되면, 무지향성인 것, 다소의 장해물이 2개의 장치 사이에

존재해도 통신가능하다고 하는 성질을 가지는 반면, 특정의 장치와의 접속을 확립하는 것은 곤란하다.

예컨대, 고객이 한사람(블루투스 휴대단말이 1개)이고, 레지스터가 1개(블루투스장치가 1개)인 경우는, 지불을 행하는 고

객이 가진 블루투스 휴대단말과 캐쉬 레지스터장치의 관계는 똑같이 결정되기 때문에, 접속에 관한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즉, 블루투스 휴대단말을 조작하는 사람이 상기와 같은 블루투스장치의 탐색기능을 이용하여 블루투스장치를 발견한 경우

는, 발견한 장치를 지불하는 캐쉬 레지스터장치로 간주할 수 있다.

그렇지만, 블루투스 휴대단말의 접속가능범위 내에 복수의 캐쉬 레지스터장치가 나란히 설치된 점포의 경우, 인접한 캐쉬

레지스터장치도 발견해 버린다. 블루투스 휴대단말을 소지하는 유저는, 발견된 캐쉬 레지스터장치 중에서 이것으로부터

지불을 행하는 캐쉬 레지스터장치의 종류나 명칭 등을 확인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다.

통신상대방의 선택에 여분의 시간이 걸리면, 서비스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려 유저의 편리성이 나빠진다. 특히, 점포의 레

지스터의 지불의 경우, 고객이 다수 늘어서 있는 혼잡 시에는, 캐쉬 레지스터의 처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해 버린다. 또, 블

루투스 휴대단말을 조작하는 사람이 잘못된 캐쉬 레지스터장치를 지정하면, 쿠폰이 사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불금액

으로부터 에누리되어 있지 않다거나(즉, 쿠폰에 상당하는 금액이 빠져 있지 않다거나), 혹은 타인의 포인트가 자신에게 가

산되어 버린다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경우의 취소작업은, 블루투스 휴대단말과 캐쉬 레지스터장치의

쌍방에서 행할 필요가 있는 바, 다대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 때문에, 캐쉬 레지스터의 오퍼레이터는 블루투스 휴대단말에 부수하는 어떤 정보를 이용하여, 접속한 블루투스 휴대단

말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고객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선택이나 확인작업은 지불을 행하는 고객에게 좋은 인터페

이스가 아니라, 오퍼레이터의 작업을 저해해 버린다.

이러한 과제는, 정보처리장치 사이에서 데이터를 교환하거나, 데이터의 송수신을 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한다.

정보처리장치에는 그 소지자가 식별명칭인 원격 네임을 설정한다. 개인의 휴대 정보처리장치의 경우에는, 개인이 부여한

이름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자의 주변에 동일한 원격 네임을 소지하는 휴대 정보처리장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

다. 이 경우, 올바른 장치와의 접속을 보증하는 용이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고, 확실히 접속하기 위해서는 접속상대방의 원

격 네임을 특유(전용)의 것으로 변경하는 수밖에 없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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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목적은 소망하는 통신상대방과 확실하게 통신가능한 정보제공장치,

정보수신장치,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정보수신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및 무선통신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일실시형태에 따른 정보제공장치는,

정보수신장치로부터의 존재확인요구를 수신하면, 그 정보수신장치에 대해 자기의 식별정보를 송신하는 식별정보 송신부

와,

상기 식별정보의 송신 후에, 상기 정보수신장치로부터의 접속요구를 수신하기까지 대기하는 접속요구 대기부,

상기 접속요구 대기부가 상기 정보수신장치로부터의 접속요구를 수신하면, 그 정보수신장치와의 사이에서 접속처리를 행

하는 접속처리부,

상기 접속처리가 완료된 후에, 상기 정보수신장치에 대해 소정의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부 및,

상기 접속처리부에 의한 접속처리가 완료되기까지의 무선통신 가능범위보다도, 상기 정보제공부에 의한 정보제공 시의 무

선통신 가능범위의 쪽이 넓어지도록, 무선송신전력을 제어하는 송신전력 제어부를 구비한다.

또, 본 발명의 일실시형태에 따른 정보수신장치는,

정보제공장치에 대해 존재확인요구를 행하는 존재확인부와,

상기 존재확인요구에 대한 응답을 수신하여 상기 정보제공장치의 식별정보를 수신하는 식별정보 수신부,

수신한 식별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정보제공장치에 접속요구를 행하고, 상기 정보제공장치와의 사이에서 접속처리를 행하

는 접속처리부,

상기 접속처리가 완료된 후에, 상기 정보제공장치로부터 소정의 정보를 받는 정보수신부 및,

상기 접속처리부에 의한 접속처리가 완료되기까지의 무선통신 가능범위가 상기 정보수신부에 의한 정보수신 시의 무선통

신 가능범위보다도 좁아지도록, 무선송신전력을 제어하는 송신전력 제어부를 구비한다.

또, 본 발명의 일실시형태에 따른 정보제공장치는,

무선통신 가능범위가 제1 범위로 되도록 무선송신전력을 설정하는 제1 송신전력 제어부와,

무선통신 가능범위가 상기 제1 범위로 설정되어 있을 때, 정보수신장치로부터의 접속요구를 수신하면, 그 정보수신장치와

의 사이에서 접속처리를 행하는 접속처리부 및,

상기 정보수신장치와의 상기 접속처리가 완료되기 전에, 송신한 정보가 상기 정보수신장치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무선통신 가능범위가 상기 제1 범위보다도 넓은 제2 범위로 되도록 무선송신전력을 설정하는 제2 송신전력 제어부를

구비한다.

또, 본 발명의 일실시형태에 따른 정보제공장치의 동작을 제어하는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는,

상기 정보제공장치 내의 무선통신부의 무선통신 가능범위가 제1 범위로 되도록, 상기 무선통신부의 무선송신전력의 변경

을 지시하는 제1 명령을 송신하는 스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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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명령에 따라 상기 무선통신부가 무선송신전력을 변경한 후에, 상기 무선통신부로부터 정보수신장치와의 접속이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있은 때는, 상기 무선통신부의 무선통신 가능범위가 상기 제1 범위보다도 넓은 제2 범위로

되도록, 상기 무선통신부에 대해 무선송신전력의 변경을 지시하는 제2 명령을 송신하는 스텝을 컴퓨터에 실행시킨다.

또, 본 발명의 일실시형태에 따른 정보수신장치의 동작을 제어하는 정보수신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는,

상기 정보수신장치 내의 무선통신부의 무선통신 가능범위가 제1 범위로 되도록, 상기 무선통신부에 대해 무선송신전력의

변경을 지시하는 제1 명령을 송신하는 스텝과,

상기 제1 명령에 따라 상기 무선통신부가 무선송신전력을 변경한 후에, 정보제공장치에 존재확인요구를 송신하도록 상기

무선통신부에 대해 지시하는 스텝,

상기 정보제공장치로부터 그 정보제공장치의 식별정보를 수신했다는 취지의 통지가 상기 무선통신부로부터 있은 때는, 상

기 존재확인요구의 송신을 중지하도록 상기 무선통신부에 지시하는 스텝,

상기 무선통신부가 탐색을 중지한 후에, 상기 무선통신부의 무선통신 가능범위가 상기 제1 범위보다도 넓은 제2 범위로

되도록, 상기 무선통신부에 대해 무선송신전력의 변경을 지시하는 제2 명령을 송신하는 스텝 및,

상기 무선통신부가 무선송신전력을 변경한 후에, 상기 무선통신부에 대해 상기 정보제공장치와의 접속처리를 행하도록 지

시하는 스텝을 컴퓨터에 실행시킨다.

또, 본 발명의 일실시형태에 따른 정보제공장치 또는 정보수신장치와의 사이에서 무선통신을 행하는 무선통신장치는,

제어부로부터의 제1 지시를 수신하면, 무선통신 가능범위가 제1 범위로 되도록 무선송신전력을 변경하는 제1 송신전력

변경부와,

상기 제어부로부터의 제2 지시를 수신하면, 무선통신 가능범위가 제1 범위보다도 넓은 제2 범위로 되도록 무선송신전력

을 변경하는 제2 송신전력 변경부,

상기 제1 송신전력 변경부에 의해 무선송신전력을 변경한 후, 상기 제어부로부터의 지시에 의해 상기 정보제공장치 또는

상기 정보수신장치와의 사이에서 접속처리를 행하는 접속처리부 및,

상기 접속처리가 완료되고, 상기 제2 송신전력 변경부에 의해 무선송신전력을 변경한 후에, 상기 제어부로부터의 지시에

의해 상기 정보제공장치 또는 상기 정보수신장치와의 사이에서 정보의 제공 또는 수신을 행하는 정보전송부를 구비한다.

(발명의 실시형태)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정보제공장치, 정보수신장치,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정보수신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및 무선통신장치에 대해 도면을 참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하에서는, 서비스 제공장치와 서비스 수령장치가 블루투스의 사양에 준거(準據)하여 근거리 무선통신을 행하는 예에 대

해 주로 설명하지만, 통신형태는 반드시 블루투스에 한정되지 않는다. 서비스 제공장치는 예컨대 캐쉬 레지스터나 자동개

찰기 등이고, 서비스 수령장치는 예컨대 휴대단말이다. 이하의 실시형태에서는, 서비스 제공장치로서 캐쉬 레지스터장치

를 이용하고, 서비스 수령장치로서 휴대단말을 이용하는 예에 대해 설명한다.

<제1 실시형태>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서비스 제공장치와 서비스 수령장치를 구비한 근거리 통신시스템의 제1 실시형태의 전체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1의 근거리 통신시스템은 서로 블루투스의 사양에 준거하여 근거리 무선통신을 행하는 캐쉬 레지

스터장치(1) 및 블루투스 휴대단말(2)과, 각종 상품의 바코드 판독용의 바코드 리더(3) 및, LAN(4)을 매개로 하여 캐쉬 레

지스터장치(1)와 통신을 행하는 POS(Point Of Sale) 서버(5)를 구비하고 있다.

등록특허 10-0623218

- 6 -



캐쉬 레지스터장치(1; 이하, POS 단말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음)는, 표시부(6), 키입력부(7), 인쇄부(8) 및 드로어(9) 등

의 요금정산기능을 갖고, 이 밖에 POS서버(5)에 접속하기 위한 LAN 카드(10)와, 블루투스 휴대단말(2)과 무선통신을 행

하기 위한 블루투스 모듈(BT 모듈; 11)을 내장하고 있다.

도 2는 캐쉬 레지스터장치(1)의 내부구성의 일례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2의 캐쉬 레지스터장치(1)는 내부버스(21)에

접속된 CPU(22), 메모리(23), ROM(24), 키입력부(7), RS232C 컨트롤러(25), 레지스터 제어부(26) 및 인쇄부(8)를 가진

다. RS232C 컨트롤러(25)에는 바코드 리더(3)와 블루투스 모듈(11)이 접속되고, 레지스터 제어부(26)에는 드로어(9)가

접속되어 있다.

도 1의 캐쉬 레지스터장치(1)는, 상품에 인쇄 혹은 첩부(貼付)된 바코드로부터 판독한 회사코드나 상품코드 등을 이용하

여, 캐쉬 레지스터장치(1)에 LAN 카드(10)와 LAN(4)을 매개로 하여 접속된 POS서버(5)에 대해 당해 상품의 금액을 조회

한다. 캐쉬 레지스터장치(1)는 POS서버(5)로부터의 금액정보를 수신하면, 그 금액과 POS 오퍼레이터에 의해 입력된 개수

의 승산을 행하여 합계금액에 가산하고, 상품금액과 합계금액을 표시부(6)에 제시하거나, 인쇄부(8)로 인자하여 리시트를

발행한다. 또, 캐쉬 레지스터장치(1)는 상품의 판매이력정보를 POS서버(5)로 보낸다. POS서버(5)는 캐쉬 레지스터장치

(1)로부터의 판매이력정보에 기초하여 상품매상관리나 재고관리 등을 행한다.

또한, 캐쉬 레지스터장치(1)는 고객이 상품을 구입할 때마다 POS서버(5)에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POS서버(5)로부터 정

기적으로 보내 오는 상품의 금액정보를 메모리(23)에 기억해 두고, 이 메모리(23)의 내용을 참조해도 좋다.

도 3은 캐쉬 레지스터장치(1) 내의 블루투스 모듈(11)의 내부구성의 일례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3의 블루투스 모듈(11)

은 2.4㎓의 무선신호를 송수신하는 안테나(31)와, RF부(32) 및, 베이스밴드부(33)를 가진다. RF부(32)는 송신부(34)와,

수신부(35), 제어부(36) 및, 송수신 절체부(37)를 가진다.

송신부(34)는 베이스밴드부(33)로부터의 지시에 의해, 송신주파수를 호핑(hopping)하여 송신전력의 제어를 행하는 것으

로, A/D변환기(41)와, 로우패스필터(Low Pass Filter; 42), FM변조기(43) 및, 송신앰프(44)를 가진다.

수신부(35)는 수신주파수를 호핑하여 기준신호를 생성하고, 수신신호의 상관을 취해 장치 스스로에 대한 전파를 수신하는

FSK 복조를 행하는 것으로, RSSI부(51)와, 수신앰프(52), IF필터(53), FM복조기(54), 코럴레이터(correlator; 55) 및, D/

A변환기(56)를 가진다.

베이스밴드부(33)는 HCI(Host Controller Interface) 인터페이스부(61)와, ROM(62), RAM(63), 플래시 ROM(64) 및, 연

산장치(65)를 가진다.

제어부(36)는 베이스밴드부(33)로부터의 지시에 의해 송수신 절체부(37)를 제어하거나, 수신부(35)의 수신감도를 측정하

여 베이스밴드부(33)에 통지하거나, 송신앰프(44)의 이득을 제어하여 송신전력을 변경하거나, 수신앰프(52)의 이득을 제

어하여 수신감도를 변경하거나 한다.

한편, RF부(32)와 베이스밴드부(33)의 내부구성의 상세는 ISBN-89797-405-5의 서적(블루투스기술 해설 가이드)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베이스밴드부(33)는 베이스밴드처리, 링크관리 및 HCI 인터페이스 처리 등을 행한다. 베이스밴드부(33)의 일부가 하드웨

어로 구성되어도 좋지만, 본 실시형태에서는 베이스밴드부(33)에 내장된 CPU나 DSP 등의 연산장치(65)가 ROM(62)에

기억되어 있는 처리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상기의 베이스밴드처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여기서, 베이스밴드처리라고 하는 것은 패킷의 조립·분해, 데이터의 오검출이나 정정, 데이터의 암호, 복호화 및 타이밍검

출 등의 처리이다. 링크관리라고 하는 것은 ACL링크나 SCO링크의 접속·절단, 디바이스정보에 관한 정보의 교환 및 인증

프로토콜의 실행 등이다. HCI 인터페이스처리라고 하는 것은 호스트(캐쉬 레지스터장치(1))와의 통신을 행하여 호스트로

부터 보내진 명령의 수신 및 해석과, 그 명령을 실행한 결과를 이벤트로서 통지하는 처리이다. 송수신용의 데이터의 버퍼

링도 HCI 인터페이스처리에 포함된다.

링크관리에서는, 다른 장치와 ACL링크의 접속 중에, 다른 장치로부터 LMP_inqr_power_req의 메시지를 수신하면, RF부

(32)에 제어신호를 보내고, 미리 결정된 분량의 전력을 증가시킨다. 반대로, LMP_decr_power_req의 메시지를 수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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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결정된 분량의 전력을 감소시킨다. 이와 같이, 블루투스 모듈(11)은 통신상대방으로부터의 지시에 의해 ACL링크를

확립한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적절한 전력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자동조정을 행하는 기능을 옵션(option)기능으로서 구비

한다.

현재는, RF부(32)와 베이스밴드부(33)의 2칩 구성이 주류이지만, 최근에는 RF부(32), 베이스밴드부(33), 링크관리기능

및 HCI 인터페이스를 1칩으로 구성한 디바이스도 개발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의 경우는, 캐쉬 레지스터장치(1)를 제어하

는 프로그램은 코어 사양서 파트 H에서 정의된 HCI(Host Controller Interface) 명령을 블루투스 모듈(11)에 송신하고,

그 결과를 HCI 이벤트로서 수신한다. L2CAP나 RFCOMM 등의 블루투스 프로토콜은 요금정산처리를 행하는 어플리케이

션 프로그램이나 고객으로의 서비스제공을 행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과 더불어, CPU(22)에 의해 메모리(23)에 로드

되어 실행된다. 그 밖에, OS, 드라이버 및 어플리케이션도 메모리(23)에 기억되어 있다.

한편, 상위의 프로토콜, 예컨대 L2CAP나 RFCOMM 등의 처리를 행하는 프로그램은 블루투스 모듈(11) 내의 ROM(62)에

격납되고, 그 프로그램을 베이스밴드부(33)의 연산장치(65)로 실행해도 좋다. 이 경우, 블루투스 모듈(11)이 지원하는 기

능에 따라 블루투스 모듈(11)의 실장에 의존한 명령이나 이벤트를 송수신하여 블루투스 모듈(11)의 제어와 데이터의 송수

신을 실현한다.

블루투스 모듈(11)의 인터페이스를 RS232C로 하면, 현행의 캐쉬 레지스터에도 용이하게 대응가능하지만, 반드시

RS232C를 매개로 하여 내부버스에 접속할 필요는 없는바, 예컨대 블루투스 모듈(11)을 캐쉬 레지스터장치(1)의 내부버스

(21)에 직접 접속해도 좋고, USB(Universal Serial BUS)를 매개로 하여 접속해도 좋으며, PCMCIA 카드 인터페이스를 매

개로 하여 접속해도 좋다.

블루투스 모듈(11)을 캐쉬 레지스터장치(1)의 내부버스(21)에 직접 접속하는 경우는, 블루투스 모듈(11) 내의 RF부(32)를

내부버스(21)에 접속하고, 베이스밴드처리나 링크관리를 캐쉬 레지스터장치(1)의 프로그램으로서 실현해도 좋다. 이 경

우, 서비스제공을 행하는 프로그램은 HCI 인터페이스라 불리는 명령의 주고받음이 아니라, 전용의 API를 호출(call)함으

로써 실행된다.

도 4는 블루투스 휴대단말(2)의 내부구성의 일례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4의 블루투스 휴대단말(2)은 내부버스(70)에

접속된 소정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CPU(71), 프로그램이나 사전 데이터를 기억하는 ROM(72), 일시적인 변수나 데이터

를 격납하는 메모리(73), 개인등록정보나 전자쿠폰 등을 보존하는 EEPROM(74), 마이크(75)에 의한 음성신호를 디지털신

호로 변환하는 A/D변환기(76), 디지털신호를 음성신호로 변환하여 스피커(77)로 출력하는 D/A변환기(78), 광체(筐體:

chassis)를 진동시키는 편심모터(79), 기지국(80)과의 통신을 행하는 통신부(81), 각종 정보를 표시하는 표시부(82), 고객

이 문자를 입력하는 키입력부(83), 메뉴의 선택 등을 행하는 선택지시부(84) 및, 블루투스 모듈(BT모듈; 85)을 가진다.

블루투스 모듈(85)은, 예컨대 캐쉬 레지스터장치(1)와의 사이에 무선통신로를 확립하고, 서버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데이터의 송수신을 행한다. 블루투스 모듈(85)은 캐쉬 레지스터장치(1) 내의 블루투스 모듈(11)과 마찬가지의

구성이라도 좋고, 다른 구성이라도 좋다. 예컨대, 도 3과 마찬가지의 구성의 경우, 베이스밴드부(33)의 내부버스에 RF부

(32)를 접속해도 좋다.

음성통화에 관한 구성은, 종래의 휴대전화와 마찬가지이고, 예컨대 통신부(81)는 기지국(80)과의 사이에서 위치등록, 발

호·착호시의 호(呼)제어를 행해 데이터의 송수신을 행하고, 통화가 종료된 때에는 절단의 호제어, 더욱이 통신 중에는 핸드

오프(hand-off) 등을 행한다.

통신부(81)는 기지국(80)으로부터 접속요구를 수신한 경우에는 스피커(77)로부터 호출음을 출력하거나, 혹은 편심모터

(79)를 구동시켜 블루투스 휴대단말(2)의 광체를 진동시켜 블루투스 휴대단말(2)의 소유자인 유저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유저의 접속종료 해지지시 후, 캐리어는 2지점간의 회선접속을 행해 통신을 개시한다.

통신 시는, 블루투스 휴대단말(2)은 마이크(75)로부터 입력된 음성을 A/D변환부(76)에 의해 아날로그신호로부터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고, CPU(71)의 제어 하에 디지털 데이터의 압축처리를 행하여 통신부를 통해 근접의 기지국으로 송신한다.

또, 통신부(81)에 의해 수신된 신호는 CPU(71)의 제어 하에 신장처리 등을 실시하여 원래의 신호로 되돌려지고, D/A변환

기(78)에 의해 디지털신호로부터 아날로그신호로 변환되어 스피커(77)로부터 출력된다.

도 4의 블루투스 휴대단말(2)이 캐쉬 레지스터장치(1)로부터 서비스제공을 받는 기능은, 통상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의해 실현된다. 근래에는, JAVA의 가상머신을 휴대전화 내에서 실행하고, 공중망을 통해 취득하며, 휴대전화의 스토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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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존하고 있는 JAVA 어플리케이션을 JAVA 가상머신 상에서 실행하는 기술이 보급되고 있어, 이 기술을 이용하면 좋

다. 휴대전화의 JAVA 어플리케이션을 보존하는 메모리공간은 통상의 공간과는 다른 관리를 받고 있어, 다른 어플리케이

션으로부터 억세스를 행할 수는 없다. 이로써, 부정한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여 보안을 확보하고 있다.

또, JAVA 가상머신으로부터 블루투스를 제어하는 API는 JSR-82로서 규정되어 있고, JAVA 어플리케이션은 JAVA 가상

머신이 제공하는 API를 통해 블루투스 모듈(85)에 명령을 송신하고, 블루투스 모듈(85)로부터의 이벤트는 JAVA 가상머

신을 통해 수신하거나, 등록한 함수가 콜백(call-back)된다.

블루투스 휴대단말(2)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은, 반드시 JAVA로는 한정되지 않고, 예컨대 Symbian OS, Windows CE

Phone Edition, Palm OS, BREW 등의 플랫폼 상에서 동작하는 경우라도 동등한 효과가 얻어진다.

본 실시형태의 효과를 설명함에 있어, 서비스를 받는 어플리케이션이 미리 블루투스 휴대단말(2)에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 서비스제공을 받기 위한 비밀의 공유키를, 어플리케이션과 맞추어 EEPROM 내에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가

정한다.

이하, 블루투스 휴대단말(2)이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상대방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기 위한 수순을 설명한다. 도 5는 블루

투스 휴대단말(2)이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상대방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기 위한 처리수순을 나타낸 플로우차트이다. 도

5의 처리수순은 종래의 블루투스 휴대단말(2)의 처리수순과 마찬가지이다. 블루투스 휴대단말(2)은 인콰이어리를 개시하

면(스텝 S11), 10초가 경과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스텝 S12), 10초 이내에 통신상대방의 단말이 발견되면(스텝 S13),

그 단말의 COD를 검사하며(스텝 S14), COD가 미리 등록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경우에는(스텝 S15), 리스트에 기록하

고(스텝 S16), 일치하지 않으면 스텝 S12 이후의 처리를 반복한다.

10초가 경과하면, 통신상대방의 단말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판정하고(스텝 S17), 존재하지 않으면 단말 없음을 표시한다

(스텝 S18). 단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단말의 원격 네임을 취득하고(스텝 S19), 리스트에 기록한다(스텝 S20).

다음에, 그 밖에 단말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판정하고(스텝 S21), 존재하면 스텝 S19 이후의 처리를 반복하며, 존재하지

않으면 원격 네임의 일람을 표시하고(스텝 S22), 이용자에 의한 접속지시를 대기한다(스텝 S23).

이용자로부터의 접속요구가 있으면(스텝 S24), 접속이 성공했는지 아닌지를 판정하고(스텝 S25), 접속이 성공하지 않았으

면 접속에러를 표시한다(스텝 S26). 접속이 성공한 경우에는, 접속용의 정보를 취득하고(스텝 S27), 어플리케이션 프로토

콜의 접속을 행한다(스텝 S28). 다음에, 통신처의 단말(본 실시형태에서는 캐쉬 레지스터장치(1))에 정보취득요구를 송신

하고(스텝 S29), 캐쉬 레지스터장치(1)로부터의 정보를 취득하면(스텝 S30), 취득한 정보를 표시한다(스텝 S31).

본 실시형태는, 캐쉬 레지스터장치(1)의 송신전력을 ACL접속을 행하고 있는 다른 장치로부터의 지시로 변경하는 것이 아

니라, 블루투스 모듈(11)과 내부버스(21)에 접속된 CPU(22)로부터의 지시로 변경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캐쉬 레지스터장치(1) 내의 블루투스 모듈(11)은 호스트(캐쉬 레지스터장치(1))로부터 HCI 명령의 확장으로서 송신전력

의 변경을 지시하는 명령을 수신함과 더불어, 송신전력이 변경된 것을 나타내는 이벤트를 송신한다. HCI 명령과 HCI 이벤

트의 패킷의 구조나 코드의 할당은 블루투스 코어 사양의 파트 H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송신전력 제어용의 HCI 명령은 HCI 명령 패킷 내의 Op코드에 전용의 코드를 할당하여 사용한다. 전용코드의 할당은 기존

의 그룹에 명령을 추가하는 방법, 신규의 그룹을 정의하는 방법, 벤더(vender)의 디버그용의 그룹을 사용하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전력제어명령의 인수(引數)는, 예컨대 사용하는 RF부(32)의 송신전력의 최소치를 1로 하고, 최대치를

100으로 되도록 베이스밴드부(33) 내에서 관리한다. 또, 전력변경 이벤트는 종래의 이벤트에 신규이벤트로서 추가함으로

써 실현가능하다. 이벤트의 인수로서는, 변경후의 전력치를 나타내는 값을 설정한다. 혹은, 다른 명령과 마찬가지로 명령

종료 이벤트의 인수에 전력변경을 나타내는 코드를 추가하는 방법이라도 좋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이상과 같은 기능을 프

로그램으로 실현한다.

도 6은 블루투스 모듈(11)과 통신영역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시한 바와 같이, 블루투스 모듈(11)에 접속된 안테나(31)는

특정방향에 대해 송수신의 감도가 높은 지향성 안테나(31)이다. 도 6의 Lmax는 최대송신전력으로 통신가능한 거리로, 이

거리를 얻는 경우의 송신전력은 등급(class) 3으로 분류되는 1mW이고, 블루투스 모듈(11)의 통신거리는 약 10m이다.

Lmin은 최소전력에서의 통신거리로, 가령 최대전력과 최소전력의 차를 30dB로 하면, 최소전력에서의 통신거리는 약 30

분의 1로 되고, 통신가능거리는 약 30cm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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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전력과 최소전력의 차가 30dB인 것은 일례이고, 다른 값이라도 상관없다. 예컨대, 그 차가 30dB보다 적은 경우, 예컨

대 20dB로 하면, 최소거리는 1m로 된다. 캐쉬 레지스터장치(1; POS)와 같이, 이웃한 장치와의 간격이 좁은 경우에는, 최

소거리를 더 짧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블루투스의 RF부(32)와 안테나(31) 사이에 (-10)dB의 감쇄기를 삽입함

으로써, 그 최소통신거리를 약 30cm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따라 그 최대거리도 3m로 되지만, 상기와 같은 예에서는

3m나 되는 통신거리는 불필요하고, 발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망하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 또, 최대전력과

최소전력의 차가 40dB나 있는 경우, 소망하는 거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송신전력을 (-30)dB로 되도록 설정하면 좋다.

최대전력과 최소전력의 차가 30dB의 차가 있는 경우, 전력제어명령의 인수는 「1」이 최소전력 (-30)dB를 나타내고,

「100」이 최대전력을 나타낸다. 40dB의 경우는, 1이 (-40)dB를 나타내므로, 소망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30)dB

를 나타내는 25를 설정하면 좋다.

또, 지향성 안테나(31)가 지향성을 가지는 축과 그렇지 않은 축의 차가 6dB라고 가정하고, 도 7과 같이 안테나(31)의 지향

성 방향을 캐쉬 레지스터장치(1)가 놓여 있는 카운터(86)에 대해 수직방향으로 설치하면, 수평방향의 통신거리는 그 2분

의 1로 된다. 최소전력을 (-30)dB라고 하면, 그 통신거리는 수직방향으로 60cm, 수평방향으로 30cm로 된다.

도 8은 도 7을 바로 위에서 본 상태를 나타낸 도면이다. 카운터(86)상에 설치된 인접하는 캐쉬 레지스터장치(1; POS)의 간

격을 약 1m로 하고, 캐쉬 레지스터장치(1)로 정산을 행하려고 하는 고객의 전후의 간격을 약 60cm라고 가정한다.

블루투스는 79ch의 주파수를 호핑하면서 통신을 행한다. 그러므로, 사용하는 채널마다의 송신기 성능의 오차, 주파수마다

의 안테나 성능의 차, 개개의 블루투스 모듈(11)의 오차 및 온도특성 등의 영향에 의해, 실제 그 통신거리는 일정하지 않다.

그런 까닭에, 실 이용에 있어서는, 이웃의 장치와 겹치지 않도록 통신영역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한편, 통신거리 30cm는 어디까지나 일례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 값을 10cm 정도 (-40)dB, 혹은 5cm (-46)dB까지 좁

혀 들어가는 상황도 생긴다.

본 실시형태에서 나타내고 있는 수치는 어디까지나 일례이고, 다른 수치도 적용가능하다. 본 실시형태의 특징은, ACL접속

이전에 송신전력의 제어를 행함으로써, 소망하는 상대방과의 접속을 실현하는 것이다.

다음에, 캐쉬 레지스터장치(1)의 처리동작을 설명한다. 도 9는 캐쉬 레지스터장치(1)의 처리수순의 일례를 나타낸 플로우

차트이다. 먼저, 캐쉬 레지스터장치(1) 상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에 의해, 서비스제공의 개시가 지시되면(스텝 S41), 송신

전력을 변경하고(스텝 S42), 블루투스 휴대단말(2)을 발견가능, 접속가능으로 설정한다(스텝 S43).

다음에, ACL접속 요구를 대기하고(스텝 S44), ACL접속 요구를 수신하면(스텝 S45), ACL접속을 허가하고(스텝 S46), 그

후 ACL접속을 완료한다(스텝 S47). 다음에, 송신전력을 변경하고(스텝 S48), L2CAP 등의 접속처리를 행한 후(스텝 S49)

, 서비스제공을 개시한다(스텝 S50).

도 10은 캐쉬 레지스터장치(1; POS단말)의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경우의 근접 무선통신 시스템의 처리수순의 일례를 나타

낸 시퀀스도이다. 이 도면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쉬 레지스터장치(1) 자신의 초기화 수순을 할애하고 있다. 초기화

수순에 의해 이미 서비스제공을 행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실제로 서비스제공을 행하는 수순만

을 설명한다.

POS 오퍼레이터가 블루투스를 사용한 통신의 개시를 POS 어플리케이션에 지시하면, 어플리케이션은 HCI 인터페이스를

통해 블루투스 모듈(11)로 전력변경명령을 송신한다(스텝 S51). 전력제어명령의 인수로서는 (-30)dB를 나타내는 값인 0

을 설정한다. 블루투스 모듈(11)은 전력제어명령을 수신하면, 그 명령에 응답하여 RF부(32)의 송신부(34)의 이득을 제어

해서 최소전력으로 되도록 설정한다. 송신전력을 작게 함으로써, 그 수평방향의 통신거리는 약 30cm로 된다. 블루투스 모

듈(11)은 송신전력 명령을 완료했으면, 명령완료 이벤트를 캐쉬 레지스터장치(1)에 통지한다(스텝 S52).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은 캐쉬 레지스터장치(1)를 발견가능, 접속가능으로 설정하도록 Write_Scan_Enable 명령으로 블루

투스 모듈(11)에 지시한다(스텝 S53). 이에 따라, 주위에 존재하는 블루투스 휴대단말(2)로부터 발견가능, 접속가능으로

된다.

블루투스 휴대단말(2)을 소지하는 유저는, 전용의 JAVA 어플리케이션을 기동하고, 서비스개시 지시를 행한다. JAVA 어

플리케이션은 블루투스 모듈(85)에 인콰이어리를 개시하는 인콰이어리(Inquiry) 명령을 지시한다(스텝 S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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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유저의 블루투스 휴대단말(2)이 캐쉬 레지스터장치(1)의 통신가능범위 밖에 존재하는 경우는, 캐쉬 레지스터장치(1)

는 블루투스 휴대단말(2)로부터의 IQ 패킷을 수신하고(스텝 S55), FHS 패킷을 반신(返信)하다(스텝 S56). 그런데, 블루투

스 휴대단말(2)은 캐쉬 레지스터장치(1)의 통신가능범위 밖이므로, 캐쉬 레지스터장치(1)로부터의 FHS 패킷을 수신할 수

없기 때문에, 캐쉬 레지스터장치(1)를 발견할 수는 없다.

한편, 유저의 블루투스 휴대단말(2)이 캐쉬 레지스터장치(1)의 통신가능범위 내에 존재하는 경우는, 캐쉬 레지스터장치

(1)로부터의 FHS 패킷을 수신할 수 있고, 통신가능한 장치로서 인식할 수 있다. JAVA 어플리케이션은 신규단말 발견이벤

트인 인콰이어리 결과(Inquiry Result) 이벤트를 수신하면(스텝 S57), 장치 종별을 나타내는 COD를 검사하고, 소망하는

COD인지 어떤지 검사한다. 소망하는 COD를 가진 경우는, 인콰이어리 취소명령(Inquiry_Cancel 명령)에 의해 인콰이어

리 처리를 취소하고(스텝 S58), 발견한 장치에 대해 ACL접속 요구인 Create_Connection 명령을 지시한다(스텝 S59).

다음에, 블루투스 휴대단말(2)의 블루투스 모듈(85)과 캐쉬 레지스터장치(1)의 블루투스 모듈(11) 사이에서 ACL접속 수

순이 실행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마스터(블루투스 휴대단말(2))의 블루투스 모듈(85)의 베이스밴드부(33)는 슬레이브

(캐쉬 레지스터장치(1))의 어드레스로부터 DAC(Device Access code)를 포함하는 ID 패킷을 작성하고, 취득한 슬레이브

의 블루투스 클록정보를 기초로 슬레이브가 페이지 스킵을 행하고 있는 주파수를 추측하여 그 주파수의 전후 16ch에 대해

주기적으로 RF부(32)로부터 ID 패킷을 송신한다(스텝 S60). 슬레이브의 베이스밴드부(33)는 장치 자신을 나타내는 DAC

(Device Access code)를 포함하는 ID 패킷을 수신하면, 동일한 ID 패킷을 마스터에 대해 송신한다(스텝 S61).

마스터(블루투스 휴대단말(2))의 베이스밴드부(33)는 ID 패킷을 수신하면, 마스터의 클록정보를 포함하는 FHS 패킷을 슬

레이브(캐쉬 레지스터장치(1))로 송신한다(스텝 S62). 슬레이브는 마스터로부터 FHS 패킷을 수신하면, ID 패킷을 송신하

고(스텝 S63), 주파수의 호핑 패턴을 마스터의 클록으로부터 계산한 호핑 패턴으로 변경한다.

마스터의 베이스밴드부(33)는, 슬레이브로부터 ID 패킷을 수신하면, POLL 패킷을 송신하고(스텝 S64), 어떤 패킷을 수신

하면(스텝 S65), 베이스밴드부(33)는 LMP_features_req와 LMP_features_res 메시지에 의해 쌍방의 디바이스의 하드웨

어 정보를 교환한다(스텝 S66, S67). 다음에, 베이스밴드부(33)는 LMP_host_connection_req 패킷을 슬레이브로 송신한

다(스텝 S68).

슬레이브의 베이스밴드부(33)는 LMP_host_connection_req 패킷을 수신하면, 접속요구(Connection Request) 이벤트를

HCI 이벤트로서 캐쉬 레지스터장치(1)의 어플리케이션에 통지한다(스텝 S69). 어플리케이션이 Accept Connection

Request HCI 명령을 베이스밴드부(33)에 지시하면(스텝 S70), LMP_accepted 패킷을 마스터의 블루투스 모듈(85)로 반

신한다(스텝 S71).

통신에 관한 설정이 완료되면, LMP_setup_complete 패킷을 쌍방 서로 송신한다(스텝 S72, S73).

블루투스 휴대단말(2)과 캐쉬 레지스터장치(1)의 쌍방의 베이스밴드부(33)의 설정이 완료되면, 쌍방의 블루투스 모듈(11,

85)로부터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접속완료인 접속완료(Connection Complete) 이벤트가 통지된다(스텝 S74, S75).

POS 어플리케이션이 이 이벤트를 수신하면, 전력변경명령을 블루투스 모듈(11)에 지시하고, 송신전력을 크게 하도록 지

시한다(스텝 S76). 예컨대, 송신전력을 최대로 하면, 통신거리가 약 10m로 되지만, 불필요하게 통신영역을 크게 하면 다른

캐쉬 레지스터장치(1) 사이의 통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12dB만큼 송신전력을 증가시키도록 지시하면,

통신거리는 4배인 약 1.2m로 되어 다른 장치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진다.

상술한 제1 실시형태에서는, 유저의 블루투스 휴대단말(2)을 캐쉬 레지스터장치(1)에 가까이 하지 않는 한, 통신상대방인

캐쉬 레지스터장치(1)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소망하는 장치 이외의 캐쉬 레지스터장치(1)를 발견하는 일은 없다. 또,

ACL 링크 접속 후에는 캐쉬 레지스터장치(1)의 송신전력을 크게 함으로써, 블루투스 휴대단말(2)을 캐쉬 레지스터장치

(1)에 가까이 해 둘 필요가 없게 되고, 블루투스의 통신범위 내이면 자유로이 블루투스 휴대단말(2)을 이동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단 ACL 링크가 접속된 경우에는, 유저가 블루투스 휴대단말(2)을 포켓이나 백에 간직한다고 해도, 그 후의

처리를 계속해서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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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시형태에 있어서, 유저는 블루투스 휴대단말(2)의 어플리케이션의 접속지시를 행하고 나서, ACL 링크가 확립되는 동

안만, 자세가 구속된다. 현재 책정 중의 블루투스의 고속접속사양을 이용하면, 단말의 발견처리와 ACL의 접속처리에 필요

한 시간은 수백msec로 된다. 그런 까닭에, 적외선 통신이나 단순히 감쇠기를 삽입한 서비스 제공장치 등과 비교하여, 유저

가 장시간 동일한 자세를 유지할 필요는 없어 사용하기 편리함이 좋아진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제1 실시형태에서는 블루투스 휴대단말(2)의 유저가 소망하는 서비스 전용의 어플리케이션을 기

동하고, 통신상대방의 캐쉬 레지스터장치(1)의 근처에서 통신개시 지시를 행하는 것만으로, 용이하면서도 단시간에 확실

하게 또한 장시간의 자세의 구속 없이, 캐쉬 레지스터장치(1)와 통신을 행할 수 있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기동하여 접속요구를 행하고 나서, 소망하는 장치에 가까이 해도, 혹은 소망하는 장치에 가까이 하고 나서 접속요구를 행

해도, 동등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캐쉬 레지스터장치(1)의 POS 어플리케이션은 이용자로의 서비스제공 가능한 상태로 됨과 더불어, 송신전력의 감소명령을

블루투스 모듈(11)에 송신하고, 그 후 블루투스 모듈(11)로부터 전력변경완료 이벤트를 수신한다. 이 이벤트를 수신하면,

POS 어플리케이션은 캐쉬 레지스터장치(1)에 부속한 LED 등의 램프(12)를 점등함으로써, 이용자에 대해 통신가능한 상

태인 것을 알려 줄 수 있다. 이용자는 램프(12)가 점등되어 있을 때, 접속가능이라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휴대단

말을 가까이 해야 할 타이밍을 정확히 알 수 있다.

또, ACL링크 접속완료 후, POS 어플리케이션은 송신전력의 증대명령을 블루투스 모듈(11)로 송신하고, 그 후 블루투스

모듈(11)로부터 전력변경완료 이벤트를 수신한다. 이 이벤트를 수신하면, POS 어플리케이션은 「접속했습니다」와 같은

음성을 스피커로부터 출력하거나, 캐쉬 레지스터장치(1)에 접속된 램프(12)를 빛나게 하거나, 유저의 방향을 향하고 있는

표시장치에 「접속했습니다」와 같은 메시지를 출력한다. 유저는 이 출력에 의해 캐쉬 레지스터장치(1)와 접속된 것, 또

블루투스 휴대단말(2)을 캐쉬 레지스터장치(1)로부터 멀리 해도 좋은 타이밍을 알 수 있어 유저의 편리성이 향상된다.

종래는, 발견한 장치 중에서 이용자의 소망하는 장치를 구별하기 쉽게 하기 위해, 발견된 장치에 대해, Remote_name_

request를 송신하고, 식별용의 명칭을 취득하여 이용자에게 제시하는 처리가 필요했지만, 본 실시형태에서는 통신가능한

장치가 소망하는 장치 1대이기 때문에, 이용자에 의한 선택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Remote_name_request에 의한 식별정보 취득처리가 불필요하게 되어 종래와 비교하여 처리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제2 실시형태>

제1 실시형태에서는 서비스제공을 행하는 슬레이브 측의 캐쉬 레지스터 내의 블루투스 모듈(11)이 송수신의 제어를 행하

고 있지만, 이하에 설명하는 제2 실시형태에서는 서비스를 수령하는 마스터 측의 블루투스 휴대단말(2)이 송신전력의 제

어를 행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제1 실시형태와의 상위점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제2 실시형태는, 블루투스 휴대단말(2) 상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에 기술된 송신전력의 변경을 지시하는 명령에 의해, 블

루투스 휴대단말(2) 내의 블루투스 모듈(85)이 송신전력의 변경을 행한다.

도 11은 블루투스 휴대단말(2)과 안테나(31)의 위치관계를 나타낸 도면으로, 도 11a는 사시도, 도 11b는 측면도, 도 11c

는 상면도이다. 지향성 안테나의 지향성 방향축과 비지향성 축의 차를 6dB라고 가정하고, 지향성 방향을 블루투스 휴대단

말(2)의 배면(背面) 패널에 대해 수직방향으로 설치하면, 수평방향의 통신거리는 수직방향의 통신거리의 반으로 된다. 최

소전력을 (-30)dB로 하면, 그 통신거리는 수직방향으로 60cm, 수평방향으로 30cm로 된다.

통상, 블루투스 휴대단말(2)의 유저는 동 단말의 화면을 보면서 조작하기 위해 캐쉬 레지스터장치(1; POS)의 카운터(86)

에 안테나(31)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이 안테나(31)의 위쪽에 블루투스 휴대단말(2)을 설치한다. 이에 따라, 지향성 안테

나의 감도를 조정하면서 통신을 행할 수 있다.

혹은, 캐쉬 레지스터장치(1)의 측면에 안테나(31)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휴대전화의 이면을 캐쉬 레지스터장치(1)의 측면

에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 안정한 통신이 가능하게 된다.

도 12는 블루투스 휴대단말(2)의 제2 실시형태의 처리수순의 일례를 나타낸 플로우차트이다. 먼저, 서비스를 행하는 캐쉬

레지스터장치(1)의 블루투스 모듈(11)이 발견가능, 통신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블루투스 휴대단말(2)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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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유저는, 전용의 JAVA 어플리케이션을 기동하고, 서비스개시 지시를 행한다(스텝 S81). 다음에, 블루투스 휴대단말

(2)의 송신전력을 변경한다(스텝 S82). 다음에, 블루투스 휴대단말(2)은 인콰이어리를 실행하고(스텝 S83), 단말을 발견

하면(스텝 S84), COD를 검사한 후(스텝 S85), 송신전력을 변경한다(스텝 S86).

다음에, 블루투스 휴대단말(2)은 ACL접속 요구를 행하고(스텝 S87), ACL접속이 완료되면(스텝 S88), L2CAP 접속을 행

한 후(스텝 S89), 캐쉬 레지스터장치(1)로부터의 서비스제공을 받는다(스텝 S90).

도 13은 본 발명에 따른 근거리 통신 시스템의 제2 실시형태의 처리수순의 일례를 나타낸 시퀀스도이다. 블루투스 휴대단

말(2)에 의해 기동된 JAVA 어플리케이션은 JAVS 가상머신의 API를 통해 블루투스 모듈(85)에 송신전력을 변경하라는

명령을 지시하고(스텝 S101), 베이스밴드부(33)가 RF부(32)의 송신전력을 변경한 후, 이벤트를 통지한다(스텝 S102). 명

령완료 이벤트를 수신하면, 인콰이어리를 개시하는 인콰이어리(Inquiry) 명령을 지시한다(스텝 S103).

만일 캐쉬 레지스터장치(1)의 블루투스 모듈(11)이 유저의 블루투스 휴대단말(2)의 블루투스 모듈(85)의 통신가능범위 밖

에 존재하는 경우는, 캐쉬 레지스터장치(1)는 블루투스 휴대단말(2)로부터의 IQ 패킷을 수신할 수 없다. 캐쉬 레지스터장

치(1)가 유저의 블루투스 휴대단말(2)의 통신가능범위 내에 존재하는 경우는, 베이스밴드부(33)는 IQ 패킷을 수신하고(스

텝 S104), 캐쉬 레지스터장치(1)의 베이스밴드부(33)는 FHS 패킷을 반신한다(스텝 S105).

블루투스 휴대단말(2)의 베이스밴드부(33)는 캐쉬 레지스터장치(1)로부터의 FHS 패킷을 수신할 수 있고, 캐쉬 레지스터

장치(1)를 통신가능한 장치로서 인식한다.

다음에 블루투스 휴대단말(2)의 JAVA 가상머신은 신규단말 발견이벤트인 인콰이어리 결과(Inquiry Result) 이벤트를 수

신하면(스텝 S106), JAVA 어플리케이션에 단말발견 메시지를 송신한다. JAVA 어플리케이션은 장치 종별을 나타내는

COD를 검사하고, 소망하는 COD인지 어떤지 검사한다. 소망하는 COD를 가진 경우는, 인콰이어리를 인콰이어리 취소명령

(Inquiry_Cancel 명령)에 의해 취소하도록 가상머신을 통해 블루투스 모듈(85)에 요구한다(스텝 S107). 취소명령의 실행

에 의해, 인콰이어리 완료(Inquiry Complete) 이벤트를 JAVA 어플리케이션은 수신한다(스텝 S108). 이 이벤트를 수신하

면 JAVA 어플리케이션은 전력변경명령을 블루투스 모듈(85)에 지시하고, RF부(32)의 송신전력을 변경한다(스텝 S109).

블루투스 휴대단말(2)의 베이스밴드부(33)는 전력을 변경한 후, 발견한 장치의 블루투스 어드레스를 인수로 하여 ACL접

속 요구인 Create_Connection 명령을 지시한다(스텝 S110). 이에 따라, 제1 실시형태와 동등한 효과가 얻어진다.

또, 인콰이어리 완료 이벤트를 수신한 때가 아니라, ACL접속의 완료를 나타내는 접속완료(connection complete) 이벤트

를 수신한 후에 송신전력을 변경해도 동등한 효과가 얻어진다.

혹은, JAVA 어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키는 가상머신이 전력변경명령을 블루투스 모듈(85)에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콰이

어리나 접속요구 등의 미리 결정된 명령을 JAVA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수취한 경우나, 인콰이어리 결과(Inquiry Result)

이벤트나 접속완료(connection complete) 이벤트 등의 미리 결정된 이벤트를 수신한 경우에는, JAVA 가상머신을 실현하

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JAVA 어플리케이션을 대신하여 전력변경명령을 블루투스 모듈(85)에 지시하는 구성도 있을 수

있다.

한편, 도 13의 스텝 S111∼S126에서는 도 10의 스텝 S60∼S76과 마찬가지의 처리를 행하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

한다.

블루투스 휴대단말(2)은 서비스를 받는 어플리케이션 외에도, 다른 블루투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

다. 그러므로, 전력제어를 행한 경우에는, 디폴트의 설정으로 되돌리지 않으면,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경우에 편리

하게 접속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까닭에, 일정 시간 인콰이어리를 행하여 통신가능한 단말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경

우는, 즉 인콰이어리 완료를 수신할 때까지 통신가능한 단말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경우는, 송신전력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송신전력 변경명령을 지시한다. 혹은, 인콰이어리의 도중에서 JAVA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한 경우에는, 송신전력을 원래대

로 되돌리도록, JAVA 어플리케이션의 디스트럭터(destructor)에 기술하거나, 가상머신이 책임을 지고 처리를 행하도록

한다.

확실한 방법으로서, JAVA 어플리케이션의 초기화 시에 현재의 송신전력을 취득하여 그 값을 기록해 두고, JAVA 어플리

케이션의 디스트럭터로 설정을 원래대로 되돌린다. 이러한 경우는, 송신전력을 변경하는 명령뿐만 아니라, 현재의 송신전

력을 블루투스 모듈(85)로부터 독출하는 명령을 준비한다. 이러한 작업은 JAVA 가상머신이 어플리케이션을 기동할 때에

실행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종료시킬 때에 행함으로써, 프로그램 개발자가 의식하지 않아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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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송신전력의 변경에 의해 다른 블루투스 어플리케이션이 접속할 수 없는 현상이 생기지

않게 된다.

또, 전력변경명령의 지시의 되돌림 값이 성공한 경우에는, 블루투스 휴대단말(2)은 미리 결정된 신호를 출력한다. 예컨대,

송신전력을 낮춘 경우에는 LED를 빨갛게, 송신전력을 원래대로 되돌린 것이면 파랗게 함으로써, 유저는 블루투스 휴대단

말(2)을 언제 캐쉬 레지스터장치(1)에 가까이 하고, 언제 멀리 하면 좋은가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다. 또, 출력은 LED뿐만

아니라, 음성, 음악, 화면으로의 메시지, 휴대단말의 경우는 진동 등이라도 동등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본 실시형태에서는 수 cm의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는 장치와 접속하기 쉽도록 지향성 안테나(31)를 이용하고 있지만,

억세스 포인트 등 천정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에 대해 접속을 행하는 경우는, 무지향성 안테나(31)를 이용하는 편이 편리성

이 좋다. 그러므로, 블루투스 휴대단말(2)에 지향성 안테나(31)와 무지향성 안테나(31)의 쌍방을 설치하고, 송신전력에 의

해 쌍방의 안테나(31)를 절체(전환)하여 이용해도 좋다. 절체방법은 송신전력이 적을 때는 지향성 안테나(31)를 이용하고,

클 때는 무지향성 안테나(31)를 이용하는 등의 자동절체방식이나, 전용의 HCI 이벤트 명령이나 이벤트를 설치하여 어플리

케이션이 지시하는 방식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제2 실시형태에서는 블루투스 휴대단말(2)이 송신전력의 절체제어를 행하여, 캐쉬 레지스터장치(1)에 대한 인

콰이어리를 행하는 경우에는 송신전력을 작게 하고, 인콰이어리 완료 후에 송신전력을 크게 하기 때문에, 소망하는 캐쉬

레지스터에 확실히 접속할 수 있는 동시에, 일단 인콰이어리가 완료된 후에는 캐쉬 레지스터장치(1)로부터 거리적으로 떨

어져도, 그 캐쉬 레지스터장치(1)로부터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블루투스 휴대단말(2)의 유저의 사용하기 편리함이 좋

아진다.

<제3 실시형태>

제1 실시형태에서는 HCI 명령으로서 상위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전력제어명령을 부여하는 구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하에 설명하는 제3 실시형태에서는, CPU로부터 특정 명령의 실행지시를 받은 경우에, 블루투스 모듈(11) 내

의 링크관리기능에 의해 송신전력을 자동적으로 결정된 값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자동 전력제어기능을 가진 블루투스 모

듈(11)을 구비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도 14는 본 발명에 따른 근거리 통신 시스템의 제3 실시형태의 처리수순의 일례를 나타낸 시퀀스도로, 이하에서는 도 10

과 다른 점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링크관리기능은 블루투스 모듈(11) 내에 탑재된 CPU로 실행하는 프

로그램으로서 실현되어 있다. 혹은 CPU에 RF부(32)를 직접 접속한 경우는, CPU 상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구성

되어 있다.

POS 오퍼레이터가 블루투스를 사용한 통신개시를 어플리케이션에 지시하면, 캐쉬 레지스터장치(1)를 발견가능, 접속가능

으로 설정하도록 Write_Scan_Enable 명령을 블루투스 모듈(11)에 지시한다(스텝 S131). 블루투스 모듈(11)은 HCI 명령

을 해석하고, 그것이 Write_Scan_Enable이고, 그 인수가 발견가능, 접속가능인 경우는, 그 통신거리가 수 cm로 되는 송

신전력으로 변경하도록 RF부(32)에 지시한다(스텝 S132). RF부(32)가 송신전력의 변경에 성공한 경우는, 발견가능, 접속

가능의 상태인 인콰이어리 스캔 상태(Inquiry Scan State), 페이지 스캔 상태(Page Scan State)로 정기적으로 되도록 제

어한다.

블루투스 휴대단말(2)이 캐쉬 레지스터장치(1)의 통신가능범위 내에 존재하는 경우는, 캐쉬 레지스터장치(1)의 블루투스

모듈(11)은 인콰이어리 스캔 상태 시(스텝 S133)에, 블루투스 휴대단말(2)로부터 IQ패킷을 수신한다(스텝 S134). IQ 패킷

을 수신하면, 장치 자신의 어드레스, COD(Class Of Device), 블루투스 클록으로 이루어진 FHS 패킷을 송신한다(스텝

S135).

그 후, 페이지 스캔 상태 시에 ID 패킷을 수신하면(스텝 S136), 정확하게는 DAC(Device Access Code)에서 수신상태인

RF부(32)의 코럴레이터의 출력이 문턱치를 넘은 경우에는, 페이지 응답 서브상태(Page Response sud state)로 상태를

천이시키고, 그 통신거리가 수 m로 되는 송신전력으로 변경하도록 RF부(32)에 지시한다(스텝 S137). RF부(32)가 송신전

력을 변경한 후, 규정의 타이밍에서 ID 패킷을 송신한다(스텝 S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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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 의해, 제3 실시형태는 제1 실시형태와 동등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제3 실시형태에서는 캐쉬 레지스터장치(1)

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은 블루투스 휴대단말(2)의 접속 시에 전력제어를 의식하는 일없이 통상의 블루투스 휴대단말(2)

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과 호환성을 가지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서 종래의 프로그램의 변경을 거의 필요로 하

지 않는다고 하는 효과가 얻어진다.

상기의 예에서는, 페이지 스캔 상태 시에 ID 패킷을 수신한 시점에서 송신전력을 변경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수순이 진

행한 경우, 예컨대 LMP_connection_Request 패킷을 수신한 경우, 혹은 접속완료(Connection Complete)의 상태로 된

경우 등에, 그 통신거리가 수 m로 되는 송신전력을 변경하도록 RF부(32)에 지시해도 좋다.

RF부(32)는 송신전력을 변경한 후, 규정의 타이밍에서 ID 패킷을 송신하지만, 어떤 이유로 캐쉬 레지스터장치(1)로부터의

ID 패킷이 블루투스 휴대단말(2)에서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의 시퀀스도는 도 15와 같이 된다.

RF부(32)가 송신전력을 변경한 후, 규정의 타이밍에서 ID 패킷을 송신하고, 그 후 결정된 시간 내에 FHS 패킷을 수신하지

못한 경우는(스텝 S142), 페이지 응답 서브상태(Page Response sub state)로부터 페이지 스캔 상태(Page Scan state)

로 상태가 천이한다. 이것은, 어떤 이유에 의해, 캐쉬 레지스터장치(1)로부터의 ID 패킷을 블루투스 휴대단말(2)이 수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송신전력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이대로는, 접속처리의 도중에서 페이지 타임아웃

(Page Timeout) 이벤트가 생겨 유저가 재차 접속수순을 지시할 필요가 있어 편리성의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도 15에서는 송신전력을 작게 하여 접속처리를 행하고 있는 도중에서 접속처리가 진행되지 않는, 즉 상기와 같

은 상황을 검지한 경우에는, 전회 설정한 값 이상의 송신전력으로 되도록, 예컨대 전회보다 3dB(그 통신거리는 1.4배) 가

산한 값으로, RF부(32)에 송신전력의 변경을 지시한다(스텝 S143). RF부(32)가 송신전력 변경 후, 규정의 타이밍에서 ID

패킷을 송신한다(스텝 S144).

이상의 방법에 의해, 그 송신전력 부족에 의해 접속처리가 훌륭하게 진행되지 않은 경우라도, 송신전력을 증가시켜 접속처

리를 진행함으로써 유저가 재차 지시할 것까지도 없이 자동으로 접속처리를 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제3 실시형태에서는 캐쉬 레지스터장치(1)의 프로그램의 특정 명령의 실행지시를 받으면, 캐쉬 레지스터장치

(1)의 송신전력을 작게 하고, 그 후 블루투스 휴대단말(2)로부터 ID 패킷을 수신하면, 송신전력을 크게 하도록 했기 때문

에, 제1 실시형태와 마찬가지로 소망하는 블루투스 휴대단말(2)만에 대해 소망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4 실시형태>

제2 실시형태에서는 HCI 명령으로서 상위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전력제어명령을 부여하는 구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하에 설명하는 제4 실시형태에서는, 블루투스 휴대단말(2)의 프로그램으로부터 특정 명령의 실행지시를 받

으면, 블루투스 모듈(85) 내의 링크관리기능에 의해 송신전력을 자동적으로 결정된 값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으로, 자동

전력제어기능을 가진 블루투스 모듈(85)을 구비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하, 제2 실시형태와 다른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

한다.

도 16은 본 발명에 따른 근거리 통신 시스템의 제4 실시형태의 처리수순을 나타낸 플로우차트이다. 블루투스 휴대단말(2)

의 소지자가 블루투스를 사용한 통신개시를 어플리케이션에 지시하면, 통신가능장치를 발견하라는 인콰이어리 명령을 블

루투스 휴대단말(2) 내의 블루투스 모듈(85)로 송신한다(스텝 S151).

블루투스 모듈(85)은 HCI 명령의 해석을 행하고, 그것이 인콰이어리(Inquiry)인 경우는, 그 통신거리가 수 cm로 되는 송

신전력으로 변경하도록 RF부(32)에 지시한다(스텝 S152). RF부(32)가 송신전력의 변경에 성공한 경우는, 인콰이어리 상

태(Inquiry State)의 상태로 천이하고, IQ 패킷을 결정된 시간동안 송신한다(스텝 S153). 그 동안에, FHS 패킷을 수신하면

(스텝 S154), 그 블루투스 어드레스, COD, 클록 등을 포함하는 정보를 블루투스 휴대단말(2)에 통지한다. JAVA 어플리케

이션이 그 정보를 수신하면 COD를 검사하고, 해당하는 장치이면 인콰이어리 취소(Inquiry Cancel) 명령을 블루투스 모듈

(85)로 송신하며, 인콰이어리 완료(Inquiry Complete) 이벤트를 수신하면, 발견한 장치의 블루투스 어드레스를 인수로 하

고, Create_Connection 명령을 블루투스 모듈(85)로 송신한다(스텝 S155).

블루투스 모듈(85)은 HCI 명령의 해석을 행하고, 그것이 Create_Connection인 경우는, 그 통신거리가 수 m로 되는 송신

전력으로 변경하도록 RF부(32)에 지시한다(스텝 S156). RF부(32)가 송신전력 변경 후, 페이지 상태(Page State)의 상태

로 천이하고, 접속처리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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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제4 실시형태에서는 블루투스 휴대단말(2)의 프로그램으로부터 특정 명령의 실행지시를 받으면, 블루투스 모

듈(85) 내의 링크관리기능에 의해 송신전력을 자동제어하기 때문에, 인콰이어리기간 중에는 송신전력을 작게 하고, 인콰

이어리기간 종료 후에 송신전력을 크게 하는 제어가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2 실시형태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또, 제4 실시형태에서는 JAVA 어플리케이션의 프로그램 개발자는 블루투스의 접속 시에 전력제어를 의식하는 일없이 통

상의 블루투스 상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과 호환성을 가지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서 종래의 프로그램의 변경

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이상, 제1 실시형태로부터 제4 실시형태에서 설명한 구성을 이용함으로써, 블루투스 휴대단말(2)의 소지자가 캐쉬 레지스

터장치(1)의 블루투스 모듈(11)에 수 100msec 동안만 접근시킨다고 하는 용이한 조작만으로, 소망하는 장치와 확실하게

수초의 시간에 접속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 상기 제1 ∼제4 실시형태에서는, 서비스를 받는 블루투스 휴대단말(2)이 마스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쉬 레지스터장

치(1)가 슬레이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예를 이용하여 설명했지만, 블루투스 휴대단말(2)이 슬레이브, 캐쉬 레지스터장

치(1)가 마스터라도 동등한 효과가 얻어진다. 이러한 상황은 마스터-슬레이브 교환에 의해 실현가능하다. 이 경우, 송신전

력을 변경하는 대상도 블루투스 휴대단말(2)과 캐쉬 레지스터장치(1)에서 바뀐다.

또, 상기 제1 ∼제4 실시형태에서는, 블루투스 휴대단말(2), 캐쉬 레지스터장치(1) 단독으로 사용해도 효과가 있지만, 쌍

방을 조합시켜 이용해도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 경우, 통신범위가 대단히 작기 때문에, 불필요한

전파를 주위로 송신하지 않으므로, 다른 장치의 통신으로의 영향을 적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상기 제1 ∼제4 실시형태에서는 서비스를 받는 휴대단말로 휴대전화를 상정하여 설명을 행하고 있지만, 휴대전화 외에,

PDA라고 불리는 휴대형의 정보처리장치, 디지털 스틸 카메라, 음악재생장치, 노트북 PC, 정보처리장치를 내장한 시계나

의복에 블루투스 모듈(85)을 장착한 경우라도 동등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에 POS 레지스터를 이용하여 설명을 행했지만, 자동판매기, 주차장의 게이트, 시설의 게이트,

정보제공장치, 멀티미디어 키오스크, 디지털 사진인쇄장치(DPE) 등에 블루투스 모듈(11)을 장착해도 동등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휴대전화의 어플리케이션을 JAVA로 기재하고 있지만 동등의 처리를 행하는 프로그램이면, 그 형태를

묻지 않는다. 예컨대, Symbian(TM), Palm(TM), ITORN(TM), LINUX(TM), Windows CE(TM), BREW(TM) 등의 각종

OS에 의해 동작하는 프로그램이어도 하등 문제없다.

<제5 실시형태>

상술한 제1 ∼제4 실시형태에서는, 캐쉬 레지스터장치(1)와 블루투스 휴대단말(2) 사이에서의 정보전송에 대해 설명했지

만, 본 발명은 블루투스 휴대단말끼리에서의 정보전송에도 적용가능하다.

이하에 설명하는 제5 실시형태에서는, 각각이 블루투스 모듈(85)을 가지는 블루투스 휴대단말끼리에서 정보전송을 행하

는 예를 설명한다. 여기서는, 접속을 요구하는 블루투스 휴대단말을 마스터, 접속요구를 받는 블루투스 휴대단말을 슬레이

브라 부른다.

이들 블루투스 휴대단말은 도 4와 마찬가지의 구성을 갖기 때문에, 구성의 설명을 생략한다.

도 17은 제5 실시형태에 따른 블루투스 휴대단말(2)의 처리수순의 일례를 나타낸 플로우차트이다. 먼저, 마스터인지 아닌

지를 판정하고(스텝 S161), 마스터 측의 블루투스 휴대단말(2)이면, 도 9와 마찬가지의 처리를 행한다(스텝 S162∼S170)

. 또, 슬레이브 측의 블루투스 휴대단말(2)이면, 도 12와 마찬가지의 처리를 행한다(스텝 S171∼S179).

도 18은 제5 실시형태에 따른 블루투스 휴대단말(2)끼리가 행하는 데이터 교환이나 송수신을 위한 처리수순의 일례를 나

타낸 시퀀스도이다. 이 시퀀스도는 도 10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슬레이브 측의 블루투스 휴대단말(2)에서의 데이터의

교환이나 송수신을 행하는 프로그램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으로 실현된다. 예컨대 JAVA 등과 같이 통신회선을 매개로

등록특허 10-0623218

- 16 -



하여 슬레이브 측의 블루투스 휴대단말(2)로 다운로드된다. 또, 근거리 무선통신에 블루투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데이터의

교환이나 송수신을 행하기 위한 프로토콜로서 OBEX(Object Exchange)나 PAN(Personal Area Networking) 등을 사용

한다.

한편, 본 발명은 상기의 실시형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시단계에서는 그 요지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 가지

로 변형하는 것이 가능하다. 더욱이, 상기 실시형태에는 여러 가지 단계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고, 개시되는 복수의 구성요

건에서의 적절한 조합에 의해 여러 가지 발명이 추출될 수 있다. 예컨대, 실시형태에 나타내어지는 전 구성요건으로부터

몇 개의 구성요건이 삭제되어도,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란에서 설명한 과제(의 적어도 1개)를 해결할 수 있고, 발명

의 효과란에서 설명되어 있는 효과(의 적어도 1개)가 얻어지는 경우에는, 이 구성요건이 삭제된 구성이 발명으로서 추출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소망하는 통신상대방과 확실하게 통신가능한 정보제공장치, 정보수신장치, 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정보수신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및 무선통신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정보수신장치로부터의 존재확인요구를 수신하면, 그 정보수신장치에 대해 자기의 식별정보를 송신하는 식별정보 송신부

와,

상기 식별정보의 송신 후에, 상기 정보수신장치로부터의 접속요구를 수신하기까지 대기하는 접속요구 대기부,

상기 접속요구 대기부가 상기 정보수신장치로부터의 접속요구를 수신하면, 그 정보수신장치와의 사이에서 접속처리를 행

하는 접속처리부,

상기 접속처리가 완료된 후에, 상기 정보수신장치에 대해 소정의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부 및,

상기 접속처리부에 의한 접속처리가 완료되기까지의 무선통신 가능범위보다도, 상기 정보제공부에 의한 정보제공 시의 무

선통신 가능범위의 쪽이 넓어지도록, 무선송신전력을 제어하는 송신전력 제어부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제공장

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요구 대기부, 상기 식별정보 송신부, 상기 접속처리부 및 상기 송신전력 제어부가 행하는 처리

가 기술된 프로그램을 격납하는 프로그램 격납부와,

그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처리부를 더 구비하고,

상기 처리부가 상기 프로그램 내에 기술된 무선송신전력 제어를 위한 특정의 명령을 상기 송신전력 제어부로 송신하며,

상기 송신전력 제어부가 상기 특정의 명령에 기초하여 무선송신전력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제공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전력 제어부는 현재의 무선송신전력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송신전력 표시부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제공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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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수신장치가 휴대단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제공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수신장치와의 사이에서 블루투스[Bluetooth(TM)]의 사양으로 무선통신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정보제공장치.

청구항 6.

정보제공장치에 대해 존재확인요구를 행하는 존재확인부와,

상기 존재확인요구에 대한 응답을 수신하여 상기 정보제공장치의 식별정보를 수신하는 식별정보 수신부,

수신한 식별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정보제공장치에 접속요구를 행하고, 상기 정보제공장치와의 사이에서 접속처리를 행하

는 접속처리부,

상기 접속처리가 완료된 후에, 상기 정보제공장치로부터 소정의 정보를 받는 정보수신부 및,

상기 접속처리부에 의한 접속처리가 완료되기까지의 무선통신 가능범위가 상기 정보수신부에 의한 정보수신 시의 무선통

신 가능범위보다도 좁아지도록, 무선송신전력을 제어하는 송신전력 제어부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수신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존재확인부, 상기 식별정보 수신부, 상기 접속처리부 및 상기 송신전력 제어부가 행하는 처리가 기

술된 프로그램을 격납하는 프로그램 격납부와,

그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처리부를 더 구비하고,

상기 처리부가 상기 프로그램 내에 기술된 무선송신전력 제어를 위한 특정의 명령을 상기 송신전력 제어부로 송신하며,

상기 송신전력 제어부가 상기 특정의 명령에 기초하여 무선송신전력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수신장치.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전력 제어부는 현재의 무선송신전력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송신전력 표시부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수신장치.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제공장치가 POS(Point Of Sale)장치 또는 휴대단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수신장치.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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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제공장치와의 사이에서 블루투스의 사양으로 무선통신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수신

장치.

청구항 11.

무선통신 가능범위가 제1 범위로 되도록 무선송신전력을 설정하는 제1 송신전력 제어부와,

무선통신 가능범위가 상기 제1 범위로 설정되어 있을 때, 정보수신장치로부터의 접속요구를 수신하면, 그 정보수신장치와

의 사이에서 접속처리를 행하는 접속처리부 및,

상기 정보수신장치와의 상기 접속처리가 완료되기 전에, 송신한 정보가 상기 정보수신장치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무선통신 가능범위가 상기 제1 범위보다도 넓은 제2 범위로 되도록 무선송신전력을 설정하는 제2 송신전력 제어부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제공장치.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송신전력 제어부가 무선통신 가능범위를 설정한 후에, 상기 정보수신장치로 송신한 패킷에 대

한 응답이 없었던 경우에, 송신한 정보가 상기 정보수신장치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는, 무선통신 가능범위가 상기

제2 범위보다도 더 넓은 제3 범위로 되도록 무선송신전력을 설정하는 제3 송신전력 제어부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정보제공장치.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수신장치가 휴대단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제공장치.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수신장치와의 사이에서 블루투스의 사양으로 무선통신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제

공장치.

청구항 15.

정보제공장치의 동작을 제어하는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로,

상기 정보제공장치 내의 무선통신부의 무선통신 가능범위가 제1 범위로 되도록, 상기 무선통신부의 무선송신전력의 변경

을 지시하는 제1 명령을 송신하는 스텝과,

상기 제1 명령에 따라 상기 무선통신부가 무선송신전력을 변경한 후에, 상기 무선통신부로부터 정보수신장치와의 접속이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있은 때는, 상기 무선통신부의 무선통신 가능범위가 상기 제1 범위보다도 넓은 제2 범위로

되도록, 상기 무선통신부에 대해 무선송신전력의 변경을 지시하는 제2 명령을 송신하는 스텝을 컴퓨터에 실행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청구항 16.

정보수신장치의 동작을 제어하는 정보수신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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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정보수신장치 내의 무선통신부의 무선통신 가능범위가 제1 범위로 되도록, 상기 무선통신부에 대해 무선송신전력의

변경을 지시하는 제1 명령을 송신하는 스텝과,

상기 제1 명령에 따라 상기 무선통신부가 무선송신전력을 변경한 후에, 정보제공장치에 존재확인요구를 송신하도록 상기

무선통신부에 대해 지시하는 스텝,

상기 정보제공장치로부터 그 정보제공장치의 식별정보를 수신했다는 취지의 통지가 상기 무선통신부로부터 있은 때는, 상

기 존재확인요구의 송신을 중지하도록 상기 무선통신부에 지시하는 스텝,

상기 무선통신부가 탐색을 중지한 후에, 상기 무선통신부의 무선통신 가능범위가 상기 제1 범위보다도 넓은 제2 범위로

되도록, 상기 무선통신부에 대해 무선송신전력의 변경을 지시하는 제2 명령을 송신하는 스텝 및,

상기 무선통신부가 무선송신전력을 변경한 후에, 상기 무선통신부에 대해 상기 정보제공장치와의 접속처리를 행하도록 지

시하는 스텝을 컴퓨터에 실행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수신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청구항 17.

정보제공장치 또는 정보수신장치와의 사이에서 무선통신을 행하는 무선통신장치로,

제어부로부터의 제1 지시를 수신하면, 무선통신 가능범위가 제1 범위로 되도록 무선송신전력을 변경하는 제1 송신전력

변경부와,

상기 제어부로부터의 제2 지시를 수신하면, 무선통신 가능범위가 제1 범위보다도 넓은 제2 범위로 되도록 무선송신전력

을 변경하는 제2 송신전력 변경부,

상기 제1 송신전력 변경부에 의해 무선송신전력을 변경한 후, 상기 제어부로부터의 지시에 의해 상기 정보제공장치 또는

상기 정보수신장치와의 사이에서 접속처리를 행하는 접속처리부 및,

상기 접속처리가 완료되고, 상기 제2 송신전력 변경부에 의해 무선송신전력을 변경한 후에, 상기 제어부로부터의 지시에

의해 상기 정보제공장치 또는 상기 정보수신장치와의 사이에서 정보의 제공 또는 수신을 행하는 정보전송부를 구비한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통신장치.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상기 정보제공장치에 대해 존재확인요구를 행하는 존재확인 요구부

와,

상기 정보제공장치로부터 그 정보제공장치의 정보식별정보를 수신하면, 그 취지를 상기 제어부에 통지하는 통지부 및,

상기 통지부로부터의 통지를 수신한 상기 제어부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상기 정보제공장치에 대한 존재확인요구를 중지하

는 존재확인요구 중지부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통신장치.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전송부는 상기 제1 송신전력 변경부에 의해 무선송신전력을 변경한 후, 상기 제어부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상기 정보수신장치와의 사이의 접속처리를 개시하고, 그 접속처리의 사이에 상기 제2 송신전력 변경부에 의

해 무선송신전력을 변경한 때에는 상기 제1 범위보다도 넓은 제2 범위에서 상기 정보제공장치와의 사이의 접속처리를 계

속(繼續)하고, 그 접속처리를 완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통신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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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제공장치 또는 상기 정보수신장치와의 사이에서 블루투스의 사양으로 무선통신을 행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통신장치.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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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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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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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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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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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b

도면11c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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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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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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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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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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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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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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