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G06F 15/16 (2006.01)

     G06F 9/00 (2006.01)

     G06F 13/00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7년07월10일

10-0737616

2007년07월03일

(21) 출원번호 10-2005-0065866 (65) 공개번호 10-2007-0010886

(22) 출원일자 2005년07월20일 (43) 공개일자 2007년01월24일

심사청구일자 2005년07월20일

(73) 특허권자 엘지전자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번지

(72) 발명자 김민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본동 840-37

이철숙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1동 225-46

(74) 대리인 정종옥

조현동

진천웅

(56) 선행기술조사문헌

US20040087274 A1

KR1020020067720 A

US20030228842 A1

심사관 : 노영철

전체 청구항 수 : 총 6 항

(54) 근거리통신 단말기의 어플리케이션 정보 취득장치 및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제 1 단말기가 제 2 단말기에서 제공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발명은 SDP 레코드 메모리로 SDP 표준 레코드 메모리와 SDP 확장 레코드 메모리를 구비하고, 상기 SDP 표준 레코드

메모리에는 블루투스 통신에서 표준으로 정의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비롯한 SDP 표준 레코드를 저장하여 두고,

상기 SDP 확장 레코드 메모리에는 블루투스 통신에서 표준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비롯한 SDP 확

장 레코드를 저장하여 두며, SDP 서버는 SDP 검색 요청이 수신될 경우에 상기 SDP 표준 레코드 메모리 및 SDP 확장 레

코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SDP 표준 레코드 및 SDP 확장 레코드를 독출하고, 독출한 SDP 표준 레코드 및 SDP 확장

레코드를 전송하여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추출하도록 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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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어플리케이션;

상기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명령을 처리하는 매니저;

근거리 통신에서 표준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포함한 SDP(Service Discovery Protocol) 확장 레

코드가 미리 저장되는 SDP 확장 레코드 메모리;

근거리 통신에서 표준으로 정의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포함한 SDP 표준 레코드가 미리 저장되는 SDP 표준 레코

드 메모리;

근거리 통신을 수행하는 근거리 통신부;

상기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상기 매니저를 통해 SDP 검색명령이 입력될 경우에 상기 근거리 통신부를 통해 외부의 단말

기를 검색하고, 검색한 외부 단말기의 정보를 취득하는 SDP 클라이언트; 및

상기 근거리 통신부를 통해 SDP 검색 요청신호가 수신될 경우에 상기 SDP 확장 레코드 메모리 및 SDP 표준 레코드 메모

리에 저장되어 있는 SDP 확장 레코드 및 SDP 표준 레코드를 독출하여 상기 근거리 통신부를 통해 송신하는 SDP 서버로

구성된 근거리통신 단말기의 어플리케이션 정보 취득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SDP 확장 레코드 메모리에는;

상기 매니저의 제어에 따라 근거리 통신에서 표준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포함한 SDP 확장 레코드

가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근거리통신 단말기의 어플리케이션 정보 취득장치.

청구항 3.

제 1 단말기의 SDP(Service Discovery Protocol) 클라이언트가 인콰이어리를 수행하여 제 2 단말기를 검색하는 단계;

상기 검색한 제 2 단말기로 SDP 검색 요청신호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SDP 검색 요청신호에 따라 제 2 단말기가 제공하는 SDP 표준 레코드 및 SDP 확장 레코드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한 SDP 표준 레코드 및 SDP 확장 레코드에서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및

상기 추출한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SDP 클라이언트가 어플리케이션에 전달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근거리통신 단말기의

어플리케이션 정보 취득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단말기의 검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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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매니저를 통해 검색명령이 입력될 경우에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근거리통신 단말기의

어플리케이션 정보 취득방법.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된 제 2 단말기가 복수 개일 경우에;

상기 검색된 복수 개의 제 2 단말기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선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근거리통신 단

말기의 어플리케이션 정보 취득방법.

청구항 6.

제 3 항에 있어서,

SDP 검색 요청신호가 수신될 경우에 SDP 서버가 SDP 표준 레코드 메모리 및 SDP 확장 레코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SDP 표준 레코드 및 SDP 확장 레코드를 독출하는 단계; 및

상기 독출한 SDP 표준 레코드 및 SDP 확장 레코드를 근거리 통신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근거리통신 단말기의 어플리케이션 정보 취득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제 1 단말기가 제 2 단말기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취득하는 근거리통신 단말기의 어플리케이션 정

보 취득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블루투스 통신에서 SDP(Service Discovery Protocol)를 활용하여 제 2 단말기

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취득할 수 있는 근거리통신 단말기의 어플리케이션 정보 취득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근거리에서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여러 가지의 근거리통신 기술이 개발되었다. 근거리통신 기

술중의 하나로 블루투스(Bluetooth)가 알려져 있다. 상기 블루투스는 1999년 7월 공식 표준으로 버전 1.0이 발표된 이후

에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최대 데이터 전송속도는 1Mbps(패킷의 헤더를 고려한 실효 전송속도는 쌍방향 모두

433.9kbps이고, 한 방향이 723.2kbps이며, 다른 한 방향이 57.6kbps임)이고, 전송거리는 송신전력이 1㎽일 경우에 약

10m 이내이며, 최대 송신전력은 100㎽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블루투스는 사용자가 무면허로 사용할 수 있는 2.4000∼2.4835㎓의 ISM(Industrial Scientific Medical) 대역에

서 대역폭이 1㎒인 79개의 채널을 설정하고, 주파수 호핑방식(Frequency Hopping Spread Spectrum)으로 1초에 약

1600번 정도 채널을 변경하면서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블루투스 통신이 주파수 호핑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잡음

이 심한 무선 환경에서도 정확히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고, 소정의 패킷을 송수신한 후 새로운 채널의 주파수로 호핑함으

로써 주파수 간섭을 피하고 있다. 그러므로 블루투스 통신은 동일한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다른 시스템들보다 더 빨리

호핑하며, 더 짧은 패킷을 사용하여 보다 안정하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상기한 블루투스 이외에도 직비(Zigbee), UWB(Ultra Wide Band) 및 무선 LAN(Local Area Network)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근거리통신 기술이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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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근거리통신 기술이 이동통신 단말기에 탑재되면서 이동통신 단말기와 소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액세스 포인트

(Access Point)가 상호간에 근거리통신을 수행하여 액세스 포인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서비스를 이동통신 단말기에 받

을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각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 설치된 액세스 포인트에 어플리케이션으로 유선 전화망 접속기능

을 구비하고, 이동통신 단말기가 액세스 포인트와 근거리통신을 수행하여, 사용자가 이동통신 단말기로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유선 전화망으로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근거리통신은 유선을 무선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리통신의 사용분야는 매우 광범위하며, 앞으로도

그 사용되는 분야의 폭이 지속적으로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블루투스 등과 같은 근거리통신 모듈이 장착되어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 등과 같은 제 1 단말기가, 액세스 포인트(Access

Point) 등과 같은 제 2 단말기와 근거리통신으로 연결하여 제 2 단말기가 제공하는 소정의 서비스를 제 1 단말기가 제공받

을 경우에 먼저 제 1 단말기가 제 2 단말기를 검색하여 연결하고, 제 2 단말기가 제공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정

보를 제 1 단말기의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제 1 단말기가 자신의 근거리통신 영역 내에 존재하는 제 2 단말기를 검색하여 연결하는 방법으로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1 단말기(100)와 제 2 단말기(110)가 인콰이어리(inquiry)(120)를 수행하여 연결하는 방법이 있다.

상기 인콰이어리(120)는 제 1 단말기(100)가 인콰이어리 메시지를 송신하고, 인콰이어리 응답이 수신되는 것을 기다리는

동작을 반복 수행한다. 그리고 제 2 단말기(110)는 인콰이어리 스캔을 수행하여 인콰이어리 메시지가 수신되는지의 여부

를 검출하고, 인콰이어리 메시지가 수신될 경우에 0∼640㎳ 동안의 시간을 대기하고, 다시 인콰이어리 메시지가 수신될

경우에 인콰이어리 응답 즉, FHS(Frequency Hopping Synchronization) 패킷을 제 1 단말기(100)로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인콰이어리 메시지는 제 1 단말기(100)의 근거리 통신영역 내에 위치하는 모든 제 2 단말기(110)가 수신할

수 있도록 인콰이어리 액세스 코드를 사용하여 수행된다. 상기 제 1 단말기(100)의 근거리 통신영역 내에 복수의 제 2 단

말기(110)가 위치하여 인콰이어리 스캔을 할 경우에 상기 인콰이어리 메시지를 수신하고, 바로 인콰이어리 응답을 전송하

게 되면, 복수의 제 2 단말기(110)가 전송하는 인콰이어리 응답들이 상호간에 충돌하게 된다. 그러므로 제 2 단말기(110)

는 0∼640㎳ 동안의 시간을 대기한 후 인콰이어리 응답을 전송하여 인콰이어리 응답들이 상호간에 충돌되지 않도록 한다.

상기 인콰이어리를 수행한 제 1 단말기(100)는 인콰이어리 응답을 전송한 제 2 단말기(110)에 대한 정보 즉, 제 2 단말기

(110)의 주소를 알게 된다.

그러나 상기한 인콰이어리는 제 1 단말기(100)가 제 2 단말기(110)에 대한 주소 정보만을 취득할 수 있을 뿐이고, 제 2 단

말기(110)가 제공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1 단말기(100) 및 제 2 단말기(110)가 인콰이어리(120)를 수행한 후 LMP(Link

Manager Protocol)를 통해 제 1 단말기(100)가 제 2 단말기(110)의 명칭을 취득(200)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기 LMP를 사용하는 것은 제 1 단말기(100)가 제 2 단말기(110)의 명칭에 대한 정보만을 취득(200)할 수 있을

뿐이고, 제 2 단말기(110)가 제공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취득할 수는 없었다.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1 단말기(100) 및 제 2 단말기

(110)가 인콰이어리(120)를 수행한 후 SDP(Service Discovery Protocol) 검색(300)을 수행하여 제 2 단말기(110)가 제

공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상기 SDP를 이용하는 검색(300)은 L2CAP(Logical Link Control and Adaptation Protocol)로 연결한 후 블루투스 표준

에서 정의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상기 블루투스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서비스는 예를 들면, 헤

드셋, 핸즈프리 및 워키토키 등이 있다.

상기 SDP를 이용한 검색(300)은 짧은 시간내에 제 2 단말기(110)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

나 상기 취득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 정보는 블루투스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 정보만

을 취득할 수 있을 뿐이고, 블루투스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 정보는 취득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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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종래에는 블루투스 표준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

이 제 1 단말기(100) 및 제 2 단말기(110)가 인콰이어리(120)를 수행하고, SPP(Serial Port Profile) 또는 PAN(Personal

Ares Networking)으로 서비스 연결(400)을 실행한 후 상호간에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교환(410)하였다. 상기 어플리케

이션 데이터의 교환은 제 2 단말기(110)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즉, 블루투스 표준은 물론 블루투스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모든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상기 도 4에 도시된 종래의 기술을 도 5의 신호흐름도를 참조하여 상

세히 설명한다.

도 5는 종래의 근거리통신 단말기들이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을 보인 신호흐름도이다. 이에 도시된 바와 같

이 단계(S500)에서 제 1 단말기(100)로 어플리케이션의 검색요청이 입력될 경우에 제 1 단말기(100)는 단계(S502)에서

인콰이어리를 수행하여 제 1 단말기(100)의 근거리 통신영역 내에 위치하는 제 2 단말기(110)들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다.

다음 단계(S504)에서 제 1 단말기(100)는 검색된 제 2 단말기(110)들 중에서 하나의 제 2 단말기(110)를 선택하고, 단계

(S506)에서 SPP 또는 PAN 서비스 연결을 실행한다. 상기 단계(S506)에서 SPP 또는 PAN 서비스 연결이 될 경우에 제 1

단말기(100)는 단계(S508)에서 제 2 단말기(110)에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요청한다. 상기 어플리케이션 정보의 요청에 따

라 제 2 단말기(110)는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고, 이를 제 1 단말기(100)가 단계

(S510)에서 수신한다.

다음 단계(S512)에서 제 1 단말기(100)는 제 2 단말기(110)와의 연결을 해지하고, 단계(S514)에서 검색된 모든 제 2 단

말기(110)들에 대하여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상기 단계(S514)의 판단 결과 모든 제 2 단

말기(110)들에 대하여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에 상기 단계(S504)로 복귀하여 다른 제 2 단말기(110)

를 선택하여 SPP 또는 PAN 서비스 연결한 후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취득하는 동작을 반복 수행한다.

그리고 상기 단계(S514)의 판단 결과 모든 제 2 단말기(110)들에 대하여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제 1 단

말기(100)는 상기 취득한 제 2 단말기(110)들의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자신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전달하여 사용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기한 종래의 기술은 블루투스 통신에서 표준으로 정의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정보는 물론 표준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

은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SPP 또는 PAN 서비스 연결을

실행하는 연결과정과,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요청하여 취득하는 교환과정을 수행해야 되므로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취득하

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제 1 단말기가 제 2 단말기에서 제공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취득할 수 있는 근

거리통신 단말기의 어플리케이션 정보 취득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제 1 단말기의 사용자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제 2 단말기를 빠른 시간 내에 검색할 수

있는 근거리통신 단말기의 어플리케이션 정보 취득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는 본 발명의 근거리통신 단말기의 어플리케이션 정보 취득장치 및 방법은 SDP 레코드 메모리로 SDP

표준 레코드 메모리와 SDP 확장 레코드 메모리를 구비한다. 상기 SDP 표준 레코드 메모리에는 블루투스 통신에서 표준으

로 정의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비롯한 SDP 표준 레코드를 저장하여 두고, 상기 SDP 확장 레코드 메모리에는 블

루투스 통신에서 표준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비롯한 SDP 확장 레코드를 저장하여 둔다.

그리고 SDP 서버는 SDP 검색 요청이 수신될 경우에 상기 SDP 표준 레코드 메모리 및 SDP 확장 레코드 메모리에 저장되

어 있는 SDP 표준 레코드 및 SDP 확장 레코드를 독출하고, 독출한 SDP 표준 레코드 및 SDP 확장 레코드를 전송한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근거리통신 단말기의 어플리케이션 정보 취득장치는, 어플리케이션과, 상기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명령을 처리하는 매니저와, 근거리 통신에서 표준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비롯한 SDP 확장 레코드

가 저장되는 SDP 확장 레코드 메모리와, 근거리 통신에서 표준으로 정의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비롯한 SDP 표준

레코드가 저장되는 SDP 표준 레코드 메모리와, 근거리 통신을 수행하는 근거리 통신부와, 상기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상

기 매니저를 통해 검색명령이 입력될 경우에 상기 근거리 통신부를 통해 단말기를 검색하여 정보를 취득하는 SDP 클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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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트와, 상기 근거리 통신부를 통해 SDP 검색 요청신호가 수신될 경우에 상기 SDP 확장 레코드 메모리 및 SDP 표준 레코

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SDP 확장 레코드 및 SDP 표준 레코드를 독출하여 상기 근거리 통신부를 통해 송신하는 SDP

서버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SDP 확장 레코드 메모리에는 상기 매니저의 제어에 따라 근거리 통신에서 표준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어플리케이

션 정보를 포함한 SDP 확장 레코드가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본 발명의 근거리통신 단말기의 어플리케이션 정보 취득방법은, 제 1 단말기의 SDP 클라이언트가 인콰이어리를

수행하여 제 2 단말기를 검색하고, 상기 검색한 제 2 단말기로 SDP 검색 요청신호를 전송하며, 상기 SDP 검색 요청신호에

따라 제 2 단말기가 제공하는 SDP 표준 레코드 및 SDP 확장 레코드를 수신하며, 상기 수신한 SDP 표준 레코드 및 SDP 확

장 레코드에서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추출하고, 상기 추출한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SDP 클라이언트가 어플리케이션에 전달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제 2 단말기의 검색은 상기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매니저를 통해 검색명령이 입력될 경우에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검색된 제 2 단말기가 복수 개일 경우에 상기 검색된 복수 개의 제 2 단말기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근거리통신 단말기의 어플리케이션 정보 취득방법은 SDP 검색 요청신호가 수신될 경우에 SDP 서버가

SDP 표준 레코드 메모리 및 SDP 확장 레코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SDP 표준 레코드 및 SDP 확장 레코드를 독출하고,

상기 독출한 SDP 표준 레코드 및 SDP 확장 레코드를 근거리 통신으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이하, 첨부된 도 6 및 도 7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근거리통신 단말기의 어플리케이션 정보 취득장치 및 방법을 상세

히 설명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어플리케이션 정보 취득장치에 따른 근거리 통신 단말기의 구성을 보인 블록도이다. 여기서, 부호 600은

이동통신 단말기 등과 같은 제 1 단말기이고, 부호 650은 상기 제 1 단말기(600)와 근거리 통신을 수행하면서 소정의 서비

스를 제공하는 액세스 포인트 등과 같은 제 2 단말기이다.

상기 제 1 단말기(600) 및 제 2 단말기(650)는 동일한 구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어플리케이션(602)(652)과, 매니저(604)

(654)와, SDP 확장 레코드 메모리(606)(656)와, SDP 표준 레코드 메모리(608)(658)와, 근거리 통신부(610)(660)와,

SDP 클라이언트(612)(662)와, SDP 서버(614)(664)를 구비한다.

상기 어플리케이션(602)(652)은 상기 제 1 단말기(600) 및 제 2 단말기(650)가 상호간에 데이터 교환을 하고자 하는 응용

프로그램으로서 소정의 게임이나 워키토키 기능, 핸즈프리 기능, 무선 헤드셋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 등을 제공

한다.

상기 매니저(604)(654)는 상기 어플리케이션(602)(652)에 관련된 명령 등을 처리한다.

상기 SDP 확장 레코드 메모리(606)(656)는 블루투스 통신에서 표준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비롯한

SDP 확장 레코드가 상기 매니저(604)(654)의 제어에 따라 미리 저장된다.

상기 SDP 표준 레코드 메모리(608)(658)는 블루투스 통신에서 표준으로 정의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비롯한 SDP

표준 레코드가 미리 저장된다.

상기 근거리 통신부(610)(660)는 상기 제 1 단말기(600) 및 제 2 단말기(650)가 상호간에 블루투스 통신 등으로 근거리

통신을 수행한다.

상기 SDP 클라이언트(612)는 상기 근거리 통신부(610)를 통해 제 1 단말기(600)의 근거리 통신영역에 위치하는 제 2 단

말기(650)를 검색하여 제 2 단말기(650)의 정보를 취득하고, 상기 SDP 클라이언트(662)는 상기 근거리 통신부(660)를 통

해 제 2 단말기(650)의 근거리 통신영역에 위치하는 제 1 단말기(600)를 검색하여 제 1 단말기(600)의 정보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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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SDP 서버(614)(664)는 상기 근거리 통신부(610)(660)를 통해 SDP 검색 요청신호가 수신될 경우에 상기 SDP 확장

레코드 메모리(606)(656) 및 SDP 표준 레코드 메모리(608)(658)에 저장되어 있는 SDP 확장 레코드 및 SDP 표준 레코드

를 독출하여 상기 근거리 통신부(610)(660)를 통해 제공한다.

여기서, 상기 SDP 확장 레코드 메모리(606)(656)와 상기 SDP 표준 레코드 메모리(608)(658)는 예를 들면, 하나의 메모리

내에 영역을 구획하고, 구획한 각각의 영역 내에 SDP 확장 레코드 및 SDP 표준 레코드가 저장되는 것으로서 SDP 서버

(614)(654)는 상기 SDP 확장 레코드 메모리(606)(656)와 상기 SDP 표준 레코드 메모리(608)(658)에 저장되어 있는

SDP 확장 레코드 및 SDP 표준 레코드를 독출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을 가지는 본 발명은 제 1 단말기(600)의 어플리케이션(602)을 통해 검색요청이 입력될 경우에 이를 매니저

(604)가 SDP 클라이언트(612)에 전달하게 된다.

상기 SDP 클라이언트(612)는 상기 검색 요청에 따라 근거리 통신부(610)를 통해 인콰이어리를 수행하여 자신의 근거리

통신영역 내에 위치하는 제 2 단말기(650)들을 검색하고, 제 2 단말기(650)의 주소 정보를 취득한다.

상기 제 2 단말기(650)가 검색되면, SDP 클라이언트(612)는 제 2 단말기(650)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선택하고, 근거리 통

신부(610)를 통해 상기 선택한 제 2 단말기(650)로 SDP 검색 요청신호를 전송한다.

상기 제 1 단말기(600)가 전송하는 SDP 검색 요청신호는 제 2 단말기(650)의 근거리 통신부(660)가 수신하여 SDP 서버

(668)로 전달한다. 상기 제 2 SDP 서버(668)는 입력된 SDP 검색 요청신호에 따라 SDP 확장 레코드 메모리(656) 및 SDP

표준 레코드 메모리(658)에 저장되어 있는 SDP 확장 레코드 및 SDP 표준 레코드를 독출하고, 독출한 SDP 확장 레코드 및

SDP 표준 레코드를 상기 근거리 통신부(660)를 통해 제 1 단말기(600)로 전송한다.

상기 제 2 단말기(650)가 전송하는 SDP 확장 레코드 및 SDP 표준 레코드는 제 1 단말기(600)가 근거리 통신부(610)를 통

해 수신하여 SDP 클라이언트(612)로 입력된다. 그러면, SDP 클라이언트(612)는 상기 입력된 SDP 확장 레코드 및 SDP

표준 레코드에서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필터링하여 추출한다.

이와 같이 하여 검색된 하나의 제 2 단말기(650)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정보의 취득이 완료되면, SDP 클라이언트(612)는

검색된 다른 제 2 단말기(650)를 선택하여 SDP 검색 요청신호를 전송하고, SDP 확장 레코드 및 SDP 표준 레코드를 수신

하여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추출하는 동작을 반복 수행한다.

검색된 모든 제 2 단말기(650)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정보의 취득이 완료되면, SDP 클라이언트(612)는 취득한 어플리케이

션 정보를 매니저(604)를 통해 어플리케이션(602)으로 전달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제 2 단말기(650)가 제 1 단말기(600)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상술한 설명과 반대로 동작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동작설명은 생략한다.

한편, 도 7은 본 발명의 어플리케이션 정보 취득방법을 보인 신호흐름도이다.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계(S700)에서 제 1

단말기(600)의 어플리케이션(602)으로부터 매니저(604)를 통해 SDP 클라이언트(612)로 검색요청이 입력되는지의 여부

를 판단한다. 상기 판단 결과 검색요청이 입력될 경우에 SDP 클라이언트(612)는 단계(S702)에서 근거리 통신부(610)를

통해 인콰이어리를 수행하여 자신의 근거리 통신영역 내에 위치하는 제 2 단말기(650)들을 검색하고, 제 2 단말기(650)의

주소 정보를 취득한다.

상기 제 2 단말기(650)가 검색되면, SDP 클라이언트(612)는 단계(S704)에서 하나의 제 2 단말기(650)를 선택하고, 단계

(S706)에서 근거리 통신부(610)를 통해 상기 선택한 제 2 단말기(650)로 SDP 검색 요청신호를 전송한다.

다음 단계(S708)에서는 상기 전송한 SDP 검색 요청신호에 따라 제 2 단말기(650)가 제공하는 SDP 확장 레코드 및 SDP

표준 레코드를 수신하고, 단계(S710)에서 상기 수신한 SDP 확장 레코드 및 SDP 표준 레코드에서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필

터링하여 추출한다.

다음 단계(S712)에서는 상기 선택한 제 2 단말기(650)와의 연결을 해지하고, 단계(S714)에서 검색된 모든 제 2 단말기

(650)로부터 어플리케이션 정보의 취득이 완료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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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단계(S714)의 판단 결과 검색된 모든 제 2 단말기(650)로부터 어플리케이션 정보의 취득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

상기 단계(S704)로 복귀하여 검색된 다른 제 2 단말기(650)를 선택하여 SDP 검색 요청신호를 전송하고, SDP 확장 레코

드 및 SDP 표준 레코드를 수신하여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추출하는 동작을 반복 수행한다.

그리고 상기 단계(S714)의 판단 결과 검색된 모든 제 2 단말기(650)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정보의 취득이 완료되면, SDP

클라이언트(612)는 단계(S716)에서 상기 취득한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매니저(604)를 통해 어플리케이션(602)으로 전달

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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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상기에서는 블루투스 통신을 예로 들어 어플리케이션 정보

를 취득하는 것을 설명하였다. 본 발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이에 한정되지 않고, 직비(Zigbee), UWB(Ultra Wide Band)

및 무선 LAN(Local Area Network) 등을 비롯한 각종 근거리통신 기술에 간단히 적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SDP 확장 레코드 메모리 및 SDP 확장 레코드 메모리를 구비하여 SDP 확장

레코드 메모리에는 블루투스 통신에서 표준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비롯한 SDP 확장 레코드를 저

장하고, SDP 표준 레코드 메모리에는 블루투스 통신에서 표준으로 정의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비롯한 SDP 표준

레코드를 저장하며, SDP 검색 요청신호가 수신될 경우에 SDP 확장 레코드 메모리 및 SDP 확장 레코드 메모리에 저장되

어 있는 SDP 확장 레코드 및 SDP 표준 레코드를 제공하여 SDP 확장 레코드 및 SDP 표준 레코드에서 어플리케이션 정보

를 추출한다.

그러므로 제 1 단말기가 제 2 단말기의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취득할 경우에 SPP 또는 PAN 서비스 연결을 실행한 후 어플

리케이션 정보를 요청하여 취득하는 과정을 수행하지 않고, SDP 검색 과정에서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것으

로서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제 2 단말기를 빠른 시간 내에 검색하

여 근거리 통신으로 연결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내지 도 4는 종래의 근거리통신 단말기들을 검색하는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5는 종래의 근거리통신 단말기들이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을 보인 신호흐름도.

도 6은 본 발명의 어플리케이션 정보 취득장치에 따른 근거리 통신 단말기의 구성을 보인 블록도.

도 7은 본 발명의 어플리케이션 정보 취득방법을 보인 신호흐름도.

도면

도면1

등록특허 10-0737616

- 8 -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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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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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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