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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통신장치 및 통신시스템과 그 통신장치의 통신 파라미터설정 방법

(57) 요약

통신 파라미터의 설정에 관한 기기 능력 속성과, 통신 단말이 통신 파라미터를 다른 통신 단말에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

는지를 나타내는 제공 속성 정보를 미리 기억해 둔다. 기기 능력 속성이 적어도 통신 파라미터의 제공 능력을 갖는 통신 단

말을 제공 기기로서 선택한다. 기기 능력 속성이 통신 파라미터의 제공 능력을 갖는 복수의 통신 단말인 경우, 기기 능력

속성이 통신 파라미터 제공 능력만을 갖는 통신 단말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각 통신 단말의 기기 능력 속성이 동일한 경

우, 통신 파라미터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나타내는 제공 속성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통신 단말을 제공 기기로서 선

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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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통신 파라미터의 설정에 관하여, 제1통신장치의 능력 속성을 판별하는 제1판별수단(S1101, S1102, S1201, S1202)과,

상기 제1통신장치에 고유한 값을 판별하는 제2판별수단(S1104, S1106, S1204, S1208)과,

상기 제1판별수단에 의해 판별한 상기 제1통신장치가 가지는 능력 속성과, 상기 제2판별수단에 의해 판별한 상기 제1통신

장치에 고유한 값에 기초하여, 통신 파라미터의 제공 기기 또는 통신 파라미터의 수신 기기가 되는지를 결정하는 결정수단

(S1108, S1109, S1205, S1206)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판별수단은, 상기 제1통신장치가 통신 파라미터의 수신 능력의 유무, 및 통신 파라미터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인

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S1101, S1102, S1201, S1202)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판별수단은, 상기 제1통신장치가 상기 수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상기 제공 기기 또는 수신 기기

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 상기 제1통신장치가 통신 파라미터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S1102,

S1202)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수단은, 상기 제1판별수단에 의해 판별한 상기 제1통신장치가 가지는 상기 능력 속성에 기초하여, 상기 수신 기

기 또는 상기 제공 기기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 상기 제2판별수단에 의해 판별한 상기 제1통신장치에 고유한 값과 상기

통신장치 자신에게 고유한 값에 기초하여, 상기 통신장치 자신이 상기 제공 기기로 되는지, 상기 수신 기기로 되는지를 결

정하는 것(S1104, S1106, S1204, S1208)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수단은, 상기 제1통신장치에 고유한 값과 상기 통신장치 자신에게 고유한 값의 대소관계에 기초하여, 상기 통신

장치 자신이 상기 제공 기기로 되는지, 상기 수신 기기로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S1104, S1106, S1204, S1208)을 특징으

로 하는 통신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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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수단에 의해 상기 통신장치 자신을 상기 제공기기로 결정한 경우에, 상기 수신 기기에 통신 파라미터를 제공하는

통신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S1008)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수단에 의해 상기 통신장치 자신을 상기 제공 기기로 결정한 경우에, 상기 수신 기기에 제공하는 통신 파라미터

를 생성하는 생성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S1210)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장치.

청구항 8.

통신장치가 통신 파라미터의 제공 기기 또는 통신 파라미터의 수신 기기를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통신 파라미터의 설정에 관하여, 제1통신장치의 능력 속성을 판별하는 제1판별공정과,

상기 제1통신장치에 고유한 값을 판별하는 제2판별공정과,

상기 제1판별공정에서 판별한 제1통신장치가 가지는 능력 속성과, 상기 제2판별공정에서 판별한 상기 제1통신장치에 고

유한 값에 기초하여, 통신 파라미터의 제공 기기 또는 통신 파라미터의 수신 기기가 되는지를 결정하는 결정공정을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파라미터의 제공 기기 또는 수신 기기 결정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판별공정에서는, 상기 능력 속성으로서, 통신 파라미터의 수신 능력의 유무, 및 통신 파라미터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파라미터의 제공 기기 또는 수신 기기 결정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판별공정은, 상기 제1통신장치의 상기 수신 능력의 유무에 기초하여 상기 제공 기기 또는 상기 수신 기기를 결정

할 수 없을 경우에, 상기 제1통신장치가 통신 파라미터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파라미터의 제공 기기 또는 수신 기기 결정방법.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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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결정공정은, 상기 제1판별공정에서 판별한 상기 제1통신장치가 가지는 상기 능력 속성에 기초하여 상기 제공 기기

또는 상기 수신 기기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 상기 제2판별공정에서 판별한 상기 제1통신장치에 고유한 값과 상기 통신

장치 자신에게 고유한 값에 기초하여, 상기 통신장치 자신이 상기 제공 기기로 되는지, 상기 수신 기기로 되는지를 결정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파라미터의 제공 기기 또는 수신 기기 결정방법.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공정은, 상기 제1통신장치에 고유한 값과 상기 통신장치 자신에게 고유한 값의 대소관계에 기초하여, 상기 통신

장치 자신이 상기 제공 기기로 되는지, 상기 수신 기기로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파라미터의 제공 기

기 또는 수신 기기 결정방법.

청구항 13.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공정에서 상기 통신장치 자신을 상기 제공기기로 결정한 경우에, 상기 수신 기기에 통신 파라미터를 제공하는 제

공공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파라미터의 제공 기기 또는 수신 기기 결정방법.

청구항 14.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공정에서 상기 통신장치 자신을 상기 제공 기기로 결정한 경우에, 상기 수신 기기에 제공하는 통신 파라미터를

생성하는 생성공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파라미터의 제공 기기 또는 수신 기기 결정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통신장치 및 통신시스템과 그 통신장치의 통신 파라미터의 설정 방법에 관한 것이다.

유선 데이터 전송을 무선 데이터 전송으로 변환하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스틸카메라(이하, DSC라 함)와 프린터

등의 주변기기 사이의 통신에도 무선 통신의 사용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무선 통신의 채용은, 케이블의 부설을 불

필요하게 하고, 각 기기의 설치 장소의 자유도를 증가시키므로, 포터블성을 향상한다.

또, IEEE802.11 규격에서는, 복수의 무선 단말 사이에서 통신할 경우, 기지국(액세스 포인트: 이하 AP라 함)을 거쳐서 통

신하는 인프라스트럭처 모드와, 특정한 AP의 중계없이 무선 단말들이 직접 상대와 통신하는 애드혹(Adhoc) 모드의 2개의

통신 모드가 존재한다.

이하, 특히 종래의 애드혹(각 기기가 중계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통신하는 모드) 모드에서의 무선 통신 기기의 접속 방법을

도면을 참조해서 설명한다.

도 1은 애드혹 모드로 데이터 전송을 행하는 무선 통신시스템의 구성 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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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에 있어서, DSC(101∼104)와 프린터(105, 106) 각각은 무선 통신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이 무선 통신기능에 있어서

는, "비콘(Beacon)"이라고 불리는 무선 통신에 필요한 정보를 주변 무선 단말에 통지하는 신호를, 각 기기에 랜덤하게 돌

리는 것으로 동기를 실현하고, 무선 통신수단을 사용해서 DSC끼리 혹은 DSC와 프린터(105 또는 106)의 사이에서 데이터

전송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 2는 애드혹 모드에서의 네트워크의 접속 방법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이하, 도 1에 나타내는 프린터(105)와 DSC(101)에는, 미리 동일한 애드혹의 무선 파라미터가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상정

해서, 애드혹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우선, 프린터(105)의 무선 통신기능의 전원을 온으로 한다. 다음에,

프린터(105)는, 미리 설정되어 있는 애드혹의 무선 파라미터에 근거해서 구성되어 있는 애드혹 네트워크를 검색한다

(S201). 그 검색 방법은, "Beacon" 신호를 검색하는 방법, "Probe Request"라고 하는 제어신호를 브로드캐스트하는 방

법, "Probe Response"의 응답을 기다리는 방법 등이 있다. 여기서는 후자를 채용한다. 프린터(105)는 "Probe Request"

를 브로드캐스트하고, "Probe Response"의 응답을 기다린다. 이 예에서는 검색하고 있는 애드혹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

고 있다. 그러므로, 프린터(105)가 어떤 일정 회수의 "Probe Request"를 송신해도, 프린터(105)는 소정의 "Probe

Response"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프린터는 스스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Beacon"의 발신을 시작한다(S202).

다음에, DSC(101)의 무선 통신부의 전원이 온 되면, 이 DSC(101)도 프린터(105)와 같이, 미리 설정되어 있는 애드혹의

무선 파라미터에 근거해서 구축되어 있는 애드혹 네트워크를 검색하기 위해서, "Probe Request"를 발신한다(S203). 이

때, DSC(101)가 검색하는 네트워크는, 이미 프린터(105)에 의해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DSC(101)는, 프린터(105)로부

터 "Probe Response"를 수신한다(S204). 이 "Probe Response"를 수신한 DSC(101)는, 그 프린터(105)가 구축한 네트워

크의 동기 정보 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S205).

다음에, 도 1에 나타내는 구성 예에 있어서, DSC에 의해 데이터 전송 대상 프린터를 검색하는 종래 방법을 도 3의 흐름도

로서 나타낸다. 여기서는, 이미 존재하는 애드혹의 무선LAN통신시스템 내에 새로운 DSC를 가지고 들어가서, 프린터(예

를 들면, 프린터(105))에 접속할 경우의 처리 예가 기재되고 있다.

도 3에 있어서, DSC를 프린터에 접속할 경우, 우선 스텝 S301에서, SSID(Service Set Identifier)를 DSC에 설정한다. 다

음에, 스텝 S302에서, 필요에 따라, 무선 통신에서의 도청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암호화 키(encryption key)를 설정한다. 다

음에, 스텝 S303에서, 무선 통신 모드로서의 애드혹 모드를 설정한다. 스텝 S304에서, 무선 네트워크상의 기기를 검색한

다. 그리고, 스텝 S305에서, 무선 네트워크상의 기기 중에서, 프린트하고 싶은 프린터(여기서는 프린터(105))를 선택해서,

DSC와 프린터 간의 무선 통신을 확립한다.

이렇게 해서, DSC와 프린터(105)를 무선 통신으로 접속하고, DSC로부터 프린터(105)에 화상 데이터를 직접 송신해서 인

쇄시키는 방법이 가능하다. 이 경우, DSC와 프린터(105) 쌍방에 무선 통신에 필요한 설정 정보를 설정하는 소정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이 방법은, 예를 들면 프린터(105) 또는 DSC에 미리 SSID나 암호키를 제품 출시 전에 등록해 두고, DSC

와 프린터(105)를 USB케이블로 접속함으로써, DSC에 SSID나 암호키를 설정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이 경우의 프린터

(105)의 제어 처리를 도 4의 흐름도에 나타낸다.

우선, 스텝 S401에서, 프린터(105)와 DSC를 USB케이블로 접속한다. 다음에, 스텝 S402에서, 프린터(105)는, 그 DSC가

무선 통신수단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요구 커맨드를 송신한다. 스텝 S402 다음, 스텝 S403에서, 소정 시간이 경

과해도 DSC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 접속되어 있는 DSC가 무선 통신수단을 탑재하지 않은 것을 판단하고, 제어

를 종료한다. 응답이 있는 경우, 제어는 스텝 S404로 진행하여, 그 응답 내용을 확인하고, DSC가 무선 통신수단을 구비하

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DSC가 무선 통신수단을 구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처리를 종료한다. 하지만, 스텝 S404에서

DSC가 무선 통신수단을 갖는다고 판단된 경우, 제어는 스텝 S405로 진행하고, 프린터(105)의 무선 통신 설정 정보를

DSC에 송신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프린터(105)와 DSC 사이에서 공통으로 무선 통신을 위해 필요한 설정 정보를 설정하고, 그 설정 정보에

따라서 프린터(105)와 DSC 사이의 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하고 있었다. 그 밖에, 애드혹 모드의 통신수단을 위해서, 마스

터국과 슬레이브국으로 구성되는 네트워크에서 이하와 같은 기술이 사용된다. 슬레이브국은 슬레이브국의 능력값을 마스

터국에 송신하고, 마스터국은 각 슬레이브국의 파라미터에 근거해서 차기 마스터국 후보로서 백업 마스터를 선택한다. 그

리고, 그 선택한 백업 마스터의 어드레스, 동기 정보를 포함하는 백업 마스터 정보를 각 슬레이브국에 제공한다. 이 기술에

따라, 마스터국이 없어도, 정상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일본국 공개특허공보 특개2004-12904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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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기한 종례의 예에 따르면, 프린터의 제품 출시 전에, 그 프린터에 SSID나 암호키를 등록해 두고, DSC와 프린터

를 USB케이블로 접속해서, DSC에 SSID 및 암호키를 설정하는 방법에서는, 이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구

체적으로는, DSC와 프린터를 잘못 접속하면, 유저의 의도에 반해서, 그 프린터의 설정 정보에 따라서 DSC에 SSID 및 암

호키를 설정해버려, 원래 DSC에 기억되어 있었던 유효한 SSID 및 암호키를 덮어쓰게 된다.

또, DSC의 제품 출시 전에, 그 DSC에 SSID나 암호키를 등록해 두고, DSC와 프린터를 USB케이블로 접속해서, SSID 및

암호키를 프린터에 설정한다. 즉, 프린터에 접속되는 DSC가 변경될 때마다, 프린터의 SSID나 암호키가 변경된다. 더욱이,

이러한 무선 파라미터의 설정 작업은, 유저에 있어서 번거로운 일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 종래기술의 결점을 해결한 통신장치 및 통신시스템과 그 통신장치의 파라미터 설정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또, 본원 발명의 특징은, 통신에 관한 설정 조작을 간편하게 하기 위한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통신 파라미터의 설정에 관한 기기 능력 속성과, 단말이 통신 파라미터를 다른 단말에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제공 속성 정보를 기억하는 기억수단과, 상대 기기의 기기 능력 속성 및 제공 속성 정보를 식별

하는 식별수단과, 기기 능력 속성에 근거해서 상대 기기가 통신 파라미터의 수신 기기로서의 능력을 갖는다고 판단할 경

우, 제공 속성 정보에 따라서 자체 기기를 통신 파라미터를 제공하는 제공 기기로 설정하는 제1설정수단과, 기기 능력 속

성에 근거해서 상대 기기가 통신 파라미터의 수신 기기로서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상대 기기를 제공 기

기로서 설정하는 제2설정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장치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통신 단말로부터 네트워크를 거쳐서 통신 파라미터를 수신해서, 통신장치의 통신 파라미터를 설

정하는 방법으로서, 통신 파라미터의 설정에 관한 기기 능력 속성과, 단말이 통신 파라미터를 다른 단말에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제공 속성 정보를 메모리에 기억하는 기억 공정과, 기기 능력 속성이 적어도 통신 파라미터의

제공 능력을 갖는 통신 단말을 제공 기기로서 선택하는 공정과, 기기 능력 속성이 통신 파라미터의 제공 능력을 갖는 복수

의 통신 단말인 경우, 기기 능력 속성이 통신 파라미터 제공 능력만을 갖는 통신 단말을 우선적으로 제공 기기로서 선택하

는 공정과, 복수의 통신 단말의 기기 능력 속성이 동일한 경우, 통신 파라미터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나타내는 제

공 속성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통신 단말을 제공 기기로서 선택하는 공정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파라미터 설

정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특징은, 독립 청구항에 기재된 형태의 조합으로 달성된다. 종속 청구항은 본 발명의 장점이 되는 실시형태를 더

정의한다.

본 발명의 요약은 본 발명의 모든 필수적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형태의 하부적인 조합으로도

본 발명을 구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의 그 밖의 형태, 목적 및 장점은 동일 부분에는 동일 참조부호를 붙여서 설명한 수반되는 도면과 연관된 상세한 설

명으로부터 명백해진다.

(실시형태)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해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를 자세하게 설명한다. 한편, 이하의 실시형태는 특허청구범위

에 관련되는 발명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며, 또 본 실시형태에서 설명되는 특징의 조합 모두가 발명의 해결수단에 필수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각 실시형태에서 공통되는 특징점 및 목적은, 촬상장치로서의 디지털 스틸 카메라(DSC)와, 출력장치로서의 프린터에 대

하여, 자동으로 무선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IEEE802.11 규격의 애드혹 모드로 무선접속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제1실시형태]

공개특허 10-2007-0039002

- 6 -



도 5는 본 실시형태에 따른 무선 통신시스템의 구성 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여기서는 IEEE802.11 규격의 애드혹 모드로,

무선에 의한 데이터 전송을 실현한다.

IEEE802.11 규격의 애드혹 모드에서 통신을 실현하는 무선 통신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DSC(501)는, 이 무선 통신기능을

사용해서 프린터나 PC 등과 무선으로 데이터의 송수신을 행할 수 있다. 프린터(502)도 유사한 무선 통신기능을 갖는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제1실시형태에 따른 DSC(501)와 프린터(502)의 부근에 다른 무선 통신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상정한다. 여기서, DSC(501)에서 촬상한 화상 데이터 혹은 DSC(501)에 기억되어 있는 화상 데이터는, 무선으로 프린터

(502)에 전송되어 인쇄된다. 이하, DSC(501) 및 프린터(502)에 대한 무선 통신 파라미터(이하, 간단히 파라미터라 함)의

설정을, 유저의 복잡한 입력 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동으로 행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도 6은 본 실시형태에 따른 DSC의 기능 구성을 나타내는 기능 블록도다. 한편, 이 구성은 각 실시형태에서 공통이다.

조작부(610)는, 시스템 제어부(611)를 거쳐서 CPU(615)에 접속된다. 유저가 조작부(610)를 조작함으로써 발생되는 각종

신호가 CPU(615)에 전달되어, 그 조작 내용이 판별된다. 이 조작부(610)는, DSC(501)의 셔터 스위치나 각종 키를 포함한

다. 촬상부(602)는, 셔터가 눌려질 때에 화상을 촬영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 촬상부(602)의 동작은 촬상 제어부(603)에 의

하여 제어된다. 표시부(606)는 액정표시와 LED 표시 또는 음성 출력 기능을 포함하며, 유저에게 메시지를 표시하거나 출

력한다. 표시부(606)는, CPU(615)로부터의 지시에 따라서 표시 제어부(607)에 의해 제어된다. 표시부(606)에 표시된 메

뉴 등의 정보에 따라서, 유저에 의한 요구 동작의 선택 등과 같은 조작이 조작부(610)와 연동해서 수행된다. 다시 말해, 표

시부(606)와 조작부(610)가 DSC(501)의 유저인터페이스(UI)를 구성한다. 무선 통신 제어부(604)는, 무선 데이터의 송수

신을 행한다. RF부(605)는, 다른 무선 통신 기기와의 사이에서 무선 신호의 송수신을 행한다. 메모리 카드 인터페이스

(608)는, 촬상한 화상 데이터를 기억하는 메모리 카드(609)를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다. USB인터페이스(612)는, DSC

(501)를 외부기기와 USB케이블을 거쳐서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다. 오디오 인터페이스(614)는, 음향 신호를 외부기

기와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다. 상기 기능 부분은 CPU(615)에 의해 제어된다. 이 CPU(615)에 의해 실행되는 프로그

램은, ROM(616) 또는 플래시 메모리(613)에 기억된다. 또, CPU(615)에 의해 처리되는 데이터는, RAM(617) 또는 플래

시 메모리(613)에 기록되거나 판독된다. 플래시 메모리(613)는, 비휘발성의 기억영역을 제공하는데, 여기에 무선 통신 설

정 정보를 기억한다. 한편, 촬상한 화상 데이터는 공지의 압축 처리를 거쳐서 메모리 카드 인터페이스(608)를 통해서, 메모

리 카드(609)에 기록(기억)된다.

도 7은 본 실시형태에 따른 프린터(502)의 기능적인 구성을 나타내는 기능 블록도다. 한편, 이 프린터의 구성은 각 실시형

태에서 공통이다.

조작부(710)는, 시스템 콘트롤러(711)를 거쳐서 CPU(715)에 접속된다. 유저가 조작부(710)를 조작함으로써 발생되는 각

종 신호는, CPU(715)에 전달되어, 신호의 조작 내용이 판별된다. 프린트 엔진(702)은, 화상 데이터에 근거해서 인쇄시트

에 화상을 인쇄한다. 이 프린트 엔진(702)의 동작은, 프린트 제어부(703)에 의해 제어된다. 표시부(706)는, 액정표시,

LED표시 혹은 음성 출력 기능 등을 포함하고, 유저에게 각종 정보를 표시하거나 출력한다. 이 표시부(706)는, 표시 제어부

(707)에 의해 제어된다. 또, 표시부(706)에 표시된 메뉴 등의 정보에 따라서, 유저가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는 등의 조작이,

조작부(710)와 협동해서 행해진다. 즉, 표시부(706) 및 조작부(710)가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프린터(701)의 유저 인터페

이스(UI)를 구성한다. 무선 통신 제어부(704)는 무선으로 데이터의 송수신을 행한다. RF부(705)는 기타 무선 통신 기기와

의 사이에서 무선 신호의 송수신을 행한다. 메모리 카드 인터페이스(708)는, 탈착가능한 메모리 카드(709)를 접속하기 위

한 인터페이스이다. DSC(501)의 메모리 카드(609)를 삽입함으로써, 그 메모리 카드(609)에 기억되어 있는 화상 데이터를

인쇄하는 것도 가능하다. USB인터페이스(712)는, 프린터(502)와 외부기기를 USB를 사용해서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다. 병렬 인터페이스(714)는, 외부기기(주로 호스트 컴퓨터)와 프린터(502)를 병렬 통신을 사용해서 접속하기 위한 인터

페이스다. 상기 기능 부분은, CPU(715)에 의해 제어된다. 이 CPU(715)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은, ROM(716) 또는 플래

시 메모리(713)에 기억된다. 또, CPU(715)에 의해 처리되는 데이터는, RAM(717) 혹은 플래시 메모리(713)에 기록되고,

또한 이들로부터 판독이 행해진다. 플래시 메모리(713)는 비휘발성의 기억영역을 제공하는데, 여기에 무선 통신의 설정

정보 등이 기억된다.

한편, 본 실시형태에서는, 도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DSC(501)와 프린터(502) 사이에 PC를 개재하지 않은 환경을 상정하

고 있다. 따라서, PC를 거쳐서 DSC(501)와 프린터(502)에 무선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방법은, 여기서는 상정하지 않는다.

도 8은 본 실시형태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DSC(501)에서의 무선 파라미터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9는 본 실시형태를 실

행하는데 필요한 프린터(502)에서의 무선 파라미터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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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Mode"는, 무선 네트워크의 구성이 "인프라스트럭처" 또는 "애드혹"인지를 지정하기 위한 항목이다. 여기서, "애

드혹(Adohoc)"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가 주어진다. "SSID"는 네트워크 식별자를 나타낸다. "CH Number"는 미리 설정된

주파수 채널을 지정하는 것이며, 자체 기기(자체 국)가 애드혹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만 사용된다. "Authentication

Type"은, 인프라스트럭처 모드로 네트워크가 구성될 때 적용되는 인증 방법을 지정한다. 구체적으로는 "Open System"이

나 "Shared System"이 유저에 의해 선택된다. 본 실시형태는 애드혹 모드를 사용하므로, 이 항목은 의미가 없다.

"Encryption Type"은, 무선 네트워크로 적용되는 암호화 방법을 지정한다. 구체적으로는, "WEP40(40비트)", "WEP104",

"WPA-PSK"(인프라스트럭처 모드에서만 유효) 등이 있다. 무선기기에 있어서는, 초기 설정으로서 이들 중 하나를 자동으

로 선택하거나, 유저가 선택한다. 여기서는, 무선기기의 초기 설정으로서 "WEP40"을 선택한다. "Encryption Key"는, 암

호화에 사용된 키를 지정한다. 그 키 렌스(key length)는, 암호화수단에 따라 다르게 된다. 이 키는 무선기기가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혹은 유저가 직접 입력할 수 있다. 여기서는, 무선기기가 키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으로 상정한다. 또한, 이

하의 항목은, 무선 파라미터를 설정하기 위한 "무선 파라미터 설정 모드"시에 사용하는 항목이다.

"무선 파라미터 설정용 ESSID"는, "무선 파라미터 설정 모드"시에 애드혹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적용하는 네트워크

식별자다. 여기서, 식별자 "InitSetUp"는 초기에 설정된다. "무선 파라미터 설정용 무선 CH"도 마찬가지로, "무선 파라미터

설정 모드"시에 사용하는 채널을 나타낸다. 이 파라미터의 초기 설정으로서 소정 값이 설정되거나, 사용 시에 값이 랜덤하

게 생성될 수 있다. 여기서는 "7ch"가 초기 설정된다. "무선 파라미터 설정 능력 속성"에는, 자체 기기(자체 국)가 무선 파

라미터를 기타 국(상대국)에 제공하는 "제공 능력(provision capability)", 기타 국으로부터 무선 파라미터를 수신하는 "수

신 능력(receipt capability)"의 2가지 설정이 있다. 이 파라미터에 대해서, "제공 능력" 및 "수신 능력" 모두를 설정하거나,

"제공 능력"만을 설정하거나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수신 능력"만 설정할 수 없는 것으로 상정한다.

DSC(501)와 프린터(502)의 조합을 상정하면, 프린터(502)는 복수의 DSC유저에 의해 공유된다. 따라서, 프린터(502)의

무선 파라미터를 빈번히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DSC(501)를 유저가 휴대하여 자택만 아니라 출장지에서 사

용하고, 출장지의 프린터를 사용하여 촬상한 화상을 인쇄할 경우도 있다. 따라서, DSC(501)의 무선 파라미터는 재작성

(rewrite) 조작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DSC(501)의 "무선 파라미터 설정 능력 속성"을 "제공 능력" 및 "수신

능력"으로 설정하고, 프린터(502)의 "무선 파라미터 설정 능력 속성"을 "제공 능력"으로 설정한다(도 9). "무선 파라미터

제공 속성"은, 자체 국이 애드혹의 무선 네트워크로 접속되거나, 또는 네트워크와 접속된 기록을 갖는지, 즉 자체 국이 제

공가능한 "무선 파라미터"를 갖는지를 나타낸다. 여기서는 DSC(501) 및 프린터(502) 모두가 무선 파라미터를 갖지 않는

것으로 상정한다(불가(disenable)). 단, 이 "무선 파라미터 제공 속성"이 "불가"이어도, 이 의미는 기기가 무선 파라미터를

유지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무선 파라미터를 새롭게 생성해서 수신 기기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

무선 파라미터 설정 식별자"는, 무선 파라미터 설정 순서에 사용하는 고유한 식별자다. 여기서, 식별자는 48비트(6바이트)

를 갖는다. 여기서는, DSC(501)의 식별자는 "123456"이며(도 8), 프린터(502)의 식별자는 "123abc" (1텍스트/바이트)이

다(도 9).

도 10은 본 실시형태에 따른 무선 통신시스템에 있어서의 DSC(501)와 프린터(502)에서의 무선 파라미터의 설정 방법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한편, 여기서 DSC(501)와 프린터(502)는 도 8과 도 9에 각각 나타낸 무선 파라미터를 설정하기 위한

정보를 플래시 메모리(613, 713)에 기억하고 있다.

여기서, DSC(501)와 프린터(502)는, 예를 들면 리셋버튼을 누르면서 전원 버튼을 누르거나, "무선 파라미터 설정 모드"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 버튼을 누름으로써, 무선 파라미터의 설정 모드를 개시한다. "무선 파라미터 설정용 ESSID"가

"InitSetUp"으로 설정되고, "무선 파라미터 설정용 무선 CH"가 "7ch"로 설정되는 설정에 근거해서, DSC(501)와 프린터

(502)는 애드혹 모드로 무선 네트워크 접속을 구축한다. 한편, 무선 파라미터 설정을 위한 무선접속에 있어서는, 무선 파라

미터 설정용 암호방식(Encryption Type)과 암호화에 관한 파라미터(Encryption Key)를 무선 파라미터로서 기억함으로

써, 암호화를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암호화를 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 여기서, 기기의 무선 파라미터의 설정 모드의 동작을 시작한 순서는 관계없다. 먼저 무선 파라미터의 설정 동작이 시작

된 기기가 "무선 파라미터 설정용 ESSID"를 포함하는 "Beacon"을 전송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무선 파라미터 설정 모

드가 된다. 다음의 무선 파라미터 설정 동작을 시작한 기기는, "무선 파라미터 설정용 ESSID"를 포함하는 "Beacon"을 전

송하는 기기에 대하여 "Probe Request"를 송신한다. 응답 "Probe Response"를 수신할 때, 기기는 "무선 파라미터 설정용

ESSID"가 "InitSetUp"으로 설정되는 네트워크를 검색한다. 네트워크 접속을 구축함에 따라, 기기의 조작 모드는 무선 파

라미터 설정 모드가 된다. 여기서는, DSC(501)가 무선 파라미터의 설정 모드를 먼저 시작한 후, 프린터(502)가 무선 파라

미터의 설정 모드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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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C(501)의 조작 모드는, 상기 순서에 의해 무선 파라미터의 설정 모드로 이동하고, DSC(501)는 "무선 파라미터 설정용

ESSID"가 "InitSetUp"으로 설정되는 애드혹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 네트워크를 검출한 프린터(502)는, 네트워크에 접

속하고(통합하고), 프린터(502)의 조작 모드가 무선 파라미터 설정 모드로 이동한다(S1001). 다음에, S1002에서, 네트워

크에 접속된 프린터(502)는, "무선 파라미터 설정 능력 속성"이 "제공 능력"이 되고, "무선 파라미터 제공 속성"이 "불가"이

며, "무선 파라미터 설정 식별자"가 "123abc"인 프린터(502)의 설정을 포함하는 "무선 파라미터 설정 시작 요구"를 송신한

다. 송신처는, DSC(501)만이거나 혹은 네트워크에 접속된 모든 기기일 수 있다. 이 예에서는, DSC(501)만 네트워크에 접

속되므로, 이 요구를 수신한 DSC(501)는, "무선 파라미터 설정 능력 속성"이 "제공 능력"이 되고, "무선 파라미터 제공 속

성"이 "불가"가 되며, "무선 파라미터 설정 식별자"가 "123abc"인 설정을, 네트워크에 대해 고유한 식별자인 프린터(502)

의 "MAC Address"와 함께, 플래시 메모리(613)에 기억한다. 또한, DSC(501)는, "무선 파라미터 설정 능력 속성"이 "제공

능력/수신 능력"이 되고, "무선 파라미터 제공 속성"이 "불가"가 되며, "무선 파라미터 설정 식별자"가 "123456"인 DSC

(501)의 설정을 포함하는 "무선 파라미터 설정 시작 응답"을 송신한다(S1003). 그 송신처는, "무선 파라미터 설정 시작 요

구"의 송신원(여기서는 프린터(502))이다. DSC(501)와 마찬가지로, 프린터(502)는, DSC(501)에 설정되어 있는 무선 파

라미터의 설정에 관한 정보를 DSC(501)의 "MAC address"와 함께 플래시 메모리(713)에 기억한다.

상대 기기의 무선 파라미터 설정 정보를 얻은 DSC(501)와 프린터(502)는, S1004에서 자체 국이 "무선 파라미터 제공 기

기"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도 11은 본 실시형태에 따른 DSC(501)에서의 무선 파라미터 설정 정보의 판단 처리(S1004)를 설명하는 흐름도다. 이 처

리를 실행하는 프로그램은 ROM(616: 혹은 플래시 메모리(613))에 기억되며, CPU(615)의 제어 하에서 실행된다.

프린터(502)로부터 프린터(502)의 무선 파라미터 설정 정보를 수신한 DSC(501)는, 우선 스텝 S1101에서, 상대국(여기서

는 프린터(502))의 "무선 파라미터 설정 능력 속성"을 확인한다. 도 9에 나타낸 예에서, 프린터(502)의 "무선 파라미터 설

정 능력 속성"은 "제공 능력"이므로, 프린터(502)는 "수신 능력"을 갖지 않는다. 이 경우, 제어는 스텝 S1108로 진행하고,

여기서 DSC(501)는 "무선 파라미터의 수신 기기"가 되어, 그 설정을 기억한다(도 10의 S1005). 한편, 도 11의 다른 제어

스텝을, 이하의 실시형태로 설명한다.

도 12는 본 실시형태에 따른 프린터(502)에서 무선 파라미터 설정 정보의 판정 처리를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이 처리를 실

행하는 프로그램은 ROM(716: 혹은 플래시 메모리(713))에 기억되고, CPU(715)의 제어하에 실행된다.

DSC(501)로부터 DSC(501)의 무선 파라미터의 설정 정보를 수신한 프린터(502)는, 우선 스텝 S1201에서, 송신국(여기

서는 DSC(501))의 "무선 파라미터 설정 능력 속성"을 확인한다. 여기서, DSC(501)의 "무선 파라미터 설정 능력 속성"은 "

제공 능력/수신 능력"이다. DSC(501)는 수신 능력을 가지므로, 제어는 스텝 S1209로 진행하여, 프린터(502)의 "무선 파

라미터 제공 속성"이 "가능(enable)"인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가능"이면, 자체 국에 설정되어 있는 무선 파라미터를 상대

국에 송신하기 위한 무선 파라미터로서 취급한다. 그런데, 이 경우, 프린터(502)의 "무선 파라미터 제공 속성"은 "불가"이

므로, 프린터(502)는 무선 파라미터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스텝 S1210에서, 프린터(502)는, 자체 국으로 무선 파라

미터를 생성한다. 생성하는 항목은, 도 9에 나타낸 "SSID", "CH Number", "Encryption Key"다. "SSID"는 32바이트 이내

의 텍스트 스트링이어야 하고, "CH Number"는 범위 1 내지 14의 숫자, "Encryption Key"는 "Encryption Type"이

"WEP40"이므로 5바이트 이내의 소정의 텍스트 스트링일 수 있다. 이상의 제약에 따라서, 무선 파라미터가 생성된다. 그

다음, 프린터(502)가 "무선 파라미터의 제공 기기"로 되는 취지를 기억한다(도 12의 S1206, 도 10의 S1006).

한편, 스텝 S1201에서, 상대국의 "무선 파라미터의 설정 능력 속성"이 "수신 능력"이 아닌 경우, 제어는 스텝 S1202로 진

행하고, 상대국의 "무선 파라미터의 제공 속성"이 "가능"인지를 판정한다. "가능"이면, 제어는 스텝 S1203으로 진행하여,

자체 국의 "무선 파라미터의 제공 속성"이 "가능"인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가능"이 아니면, 제어는 스텝 S1205로 진행된

다. "가능"이면, 제어는 스텝 S1204로 진행하여, 자체 국과 상대국의 설정 식별자를 비교한다. 상대국의 설정 식별자가 크

면, 제어는 스텝 S1205로 진행되어, 상대국을 무선 파라미터의 제공 기기로서 설정한다. 자체 국의 설정 파라미터가 크면,

제어는 스텝 S1206으로 진행하고, 자체 국을 무선 파라미터의 제공 기기로서 설정한다.

또, 스텝 S1202에서, 상대국의 "무선 파라미터의 제공 속성"이 "가능"이 아닐 때, 제어는 스텝 S1207로 진행하여, 자체 국

의 "무선 파라미터의 제공 속성"이 "가능"인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가능"이면, 제어는 스텝 S1206으로 진행한다. 하지만,

"가능"이 아닌 경우, 제어는 스텝 S1208로 진행하여, 자체 국과 상대국의 설정 식별자를 비교한다. 상대국의 설정 식별자

가 크면, 제어는 스텝 S1205로 진행되어서 상대국을 무선 파라미터의 제공 기기로서 설정한다. 자체 국의 설정 식별자가

크면, 제어는 스텝 S1209로 진행하여, 전술한 처리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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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무선 파라미터의 제공 기기"가 된 프린터(502)는, 어떤 일정시간을 카운트다운하는 타이머를 기동하여(도

10의 S1007), "무선 파라미터의 제공 기기"가 될 수 있는 네트워크 내의 그 밖의 기기로부터의 "무선 파라미터의 설정 시

작 요구"에 대응해서 일정시간 동안 대기한다. 이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 프린터(502)는 "무선 파라미터의 설정 시작 요구"

를 송신가능한 무선기기가 네트워크 내에 더 존재하는지를 판단한다. "무선 파라미터의 제공 기기"가 된 프린터(502)는,

네트워크 내의 모든 기기에 대해서 먼저 자체 국에서 생성한 "무선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무선 파라미터 설정 요구"를 송

신한다(S1008). 이 "무선 파라미터 설정 요구"를 수신한 기기(여기서는 DSC(501))는, 그 수신한 무선 파라미터를 자체 국

에 반영하고, DSC(501)의 무선 통신 제어부(604)에 파라미터를 설정한다. 이 처리가 정상 완료하면 "무선 파라미터 설정

응답"을 "무선 파라미터 제공 기기"인 프린터(502)에 송신한다(S1009). 이렇게 해서, DSC(501) 및 프린터(502)는 무선

파라미터 설정 모드를 종료하고, 새로운 무선 파라미터에 근거해서 애드혹 모드에 의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접속된다

(S1010).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1실시형태에 의하면, 유저에 파라미터의 입력 등의 처리를 촉구하지 않고, 최소한의 유저

조작으로 자동으로, DSC와 프린터와의 사이에서 공통인 무선 파라미터를 설정하여, DSC와 프린터를 애드혹 모드로 무선

접속할 수 있다.

[제2실시형태]

상기의 제1실시형태에서는, DSC와 프린터로 구성되는 IEEE802.11 규격의 애드혹 모드로 무선접속하여, 데이터를 전송

할 수 있는 무선 통신시스템의 구성 예에 관하여 설명했다.

이 제2실시형태에서는, 도 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IEEE802.11 규격의 애드혹으로 무선접속에 의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2대의 DSC(1301, 1302)로 구성되는 무선 통신시스템을 제공한다. 이 시스템에 있어서는, 이들 2대의 DSC(1301,

1302)를 무선접속하고, DSC(1301, 1302) 각각으로 촬상한 화상 데이터를 무선으로 전송한다. 이 제2실시형태에서도, 유

저에 의한 입력 조작 없이 DSC(1301, 1302)에서 무선 파라미터의 설정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한다.

또, 도 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들 DSC 이외에 그 밖의 무선 통신 단말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상정한다. 한편, 이 제2

실시형태에 따른 DSC의 구성은 전술의 제1실시형태에 있어서의 DSC의 구성과 같으므로, 그 설명을 생략한다.

또한, 이들 DSC(1301, 1302) 모두의 "무선 파라미터의 설정 능력 속성"이 "제공 능력/수신 능력"이며, DSC(1301)의 "무

선 파라미터 제공 속성"이 "가능"이면서, DSC(1302)의 "무선 파라미터 제공 속성"이 "불가"인 것으로 상정한다.

제2실시형태에 따른 무선 파라미터의 설정 방법은, 기본적으로 상기의 도 10과 같다. 도 10이 DSC와 프린터의 사이의 통

신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이 제2실시형태는 2개의 DSC간의 통신을 실행한다.

DSC(1301, 1302)는 도 10에 나타내는 것과 같은 순서로 "무선 파라미터 설정 모드"를 시작하고, 상대의 무선 파라미터 설

정 정보를 취득하여, 자체 국이 "무선 파라미터 제공 기기"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S1004).

*다음에, 이 제2실시형태에 따른 DSC(1301)에서의 무선 파라미터 설정 정보의 판정 처리(S1004)를 도 11의 흐름도를 참

조해서 설명한다.

DSC(1302)로부터 DSC(1302)의 무선 파라미터 설정 정보를 수신한 DSC(1301)는, 우선 스텝 S1101에서, 송신국(여기서

는 DSC(1302))의 "무선 파라미터 설정 능력 속성"을 확인한다. 여기서, DSC(1302)의 "무선 파라미터 설정 능력 속성"은 "

제공 능력/수신 능력"이므로, DSC(1302)는 "수신 능력"을 가진다. 따라서, 이 항목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으므로, 제어 처

리는 스텝 S1102으로 진행하여, DSC(1301)가 상대국 DSC(1302)의 "무선 파라미터 제공 속성"을 확인한다. 여기서,

DSC(1302)의 "무선 파라미터 제공 속성"은 "불가"이므로, 제어는 스텝 S1105로 진행하고, DSC(1301)는 자체 국 DSC

(1301)의 "무선 파라미터 제공 속성"이 "가능"인지를 확인한다. 여기서, DSC(1301)의 "무선 파라미터 제공 속성"이 "가능"

이므로, 제어는 스텝 S1109로 진행한다. 자체 국 DSC(1301)에서 설정되어 있는 무선 파라미터는 상대국 DSC(1302)에

송신하기 위한 무선 파라미터로서 취급하고, DSC(1301)가 "무선 파라미터 제공 기기"가 된 취지를 기억한다.

또한, 도 11을 참조해서, 전술한 상대국(여기서는 자체 국 DSC(1302))에서의 무선 파라미터 설정 정보의 판정 처리를 설

명한다.

DSC(1301: 상대국)로부터 DSC(1301)의 무선 파라미터 설정 정보를 수신한 DSC(1302: 자체 국)는, 우선 스텝 S1101에

서, 상대국(여기서는 DSC(1301))의 "무선 파라미터 설정 능력 속성"을 확인한다. 여기서는 상대국 DSC(1301)의 "무선 파

공개특허 10-2007-0039002

- 10 -



라미터 설정 능력 속성"은 "제공 능력/수신 능력"이므로, DSC(1301)는 "수신 능력"을 가진다. 제어가 스텝 S1102로 진행

하여, DSC(1302: 자체 국)는 DSC(1301: 상대국)의 "무선 파라미터 제공 속성"을 확인한다. 여기서, 상대국 DSC(1301)의

"무선 파라미터 제공 속성"은 "가능"이고, 자체 국 DSC(1302)의 "무선 파라미터 제공 속성"이 "불가"이므로, 처리는 스텝

S1108로 진행한다. 그 후, 자체 국 DSC(1302)는 "무선 파라미터 수신 기기"가 되는 취지를 기억한다.

이하, "무선 파라미터 제공 기기" DSC(1301)로부터 "무선 파라미터 수신 기기" DSC(1302)에 무선 파라미터를 송신해서

무선 통신용의 파라미터를 설정한다. 한편, 애드혹 무선접속하는 방법은, 전술의 제1실시형태로 같으므로, 그 설명을 생략

한다.

[제3실시형태]

상기 제2실시형태에서는, 2대의 DSC로 구성되는 IEEE802.11 규격의 애드혹 모드로 무선접속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무선 통신시스템의 구성 예에 관하여 설명했다. 또한, 전술의 제2실시형태에서는, "무선 파라미터 설정 능력 속성"이

"제공 능력/수신 능력"으로 설정되고, DSC(1301)의 "무선 파라미터 제공 속성"은 "가능"이고, DSC(1302)의 "무선 파라미

터 제공 속성"은 "불가"인 반면, 제3실시형태에서는, DSC 2대의 "무선 파라미터 제공 속성"이 "가능"인 경우이다. 또, DSC

(1301)에 있어서 "무선 파라미터 설정 식별자"는 "123456"이고, DSC(1302)에 있어서 "무선 파라미터 설정 식별자"는

"456789"로 상정한다.

제3실시형태에 따른 무선 파라미터의 설정 방법을 도 10을 참조해서 설명한다. 한편, 도 10에서는, DSC와 프린터 사이의

통신으로서 나타내지만, 이 제3실시형태의 경우는, 전술의 제2실시형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대의 DSC 간의 통신이 실

행된다. 한편, 제3실시형태에 있어서의 DSC의 구성은, 전술의 제1실시형태와 같다.

도 10을 참조해서, DSC(1301, 1302)는, 도 10과 같은 순서로 "무선 파라미터 설정 모드"를 시작하고, 상대의 무선 파라미

터 설정 정보를 얻고, 자체 국이 "무선 파라미터 제공 기기"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S1004).

다음에, 이 제3실시형태에 따른 DSC(1301)에서의 무선 파라미터 설정 정보의 판정 처리(S1004)를 도 11의 흐름도를 참

조해서 설명한다.

상대국 DSC(1302)로부터 DSC(1302)의 무선 파라미터 설정 정보를 수신한 자체 국 DSC(1301)는, 우선 스텝 S1101에서

상대국 DSC(1302)의 "무선 파라미터 설정 능력 속성"을 확인한다. DSC(1302)의 "무선 파라미터 설정 능력 속성"이 "제공

능력/수신 능력"이므로, DSC(1302)는 "수신 능력"을 갖는다. 이 항목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으므로, 제어는 스텝 S1102로

진행하여, 상대국 DSC(1302)의 "무선 파라미터 제공 속성"을 확인한다. DSC(1302)의 "무선 파라미터 제공 속성"은 "가능

"이므로, 제어는 스텝 S1103으로 진행한다. 또한, DSC(1301)의 "무선 파라미터 제공 속성"이 "가능"이므로, 이 항목에 근

거한 판정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제어는 스텝 S1104로 진행하여, 상대국 DSC(1302)의 "무선 파라미터 설정 식별자"

("456789")와, 자체 국 DSC(1301)의 "무선 파라미터 설정 식별자" ("123456")를 비교한다. 여기서는, DSC(1301)의 무선

파라미터 설정 식별자가 작으므로, 제어는 스텝 S1108로 진행한다. DSC(1301)는 상대국이 제공 기기이고, 자체 국이 "무

선 파라미터 수신 기기"인 것을 판단한다. 그 다음, DSC(1301)는 "무선 파라미터 수신 기기"가 되는 그 취지를 기억한다

(S1006).

한편, 스텝 S1102에서, 상대국 DSC(1302)의 "무선 파라미터 제공 속성"이 "가능"이 아닐 때, 제어는 스텝 S1105로 진행

하여, 자체 국 DSC(1301)의 "무선 파라미터 제공 속성"이 "가능"인지를 판정한다. 여기서, "가능"이 아니면, 제어는 스텝

S1106으로 진행하여, 상대국 DSC(1302)의 "무선 파라미터 설정 식별자" ("456789")와 자체 국 DSC(1301)의 "무선 파라

미터 설정 식별자" ("123456")를 비교한다. 여기서는 상대국의 식별자가 크므로, 제어는 스텝 S1108로 진행한다. DSC

(1301)는, 상대국이 제공 기기이고, 자체 국이 "무선 파라미터 수신 기기"인 것을 판단한다. DSC(1301)는 "무선 파라미터

수신 기기"가 되는 취지를 기억한다(S1006). 그러나, 스텝 S1106에서, 상대국 DSC(1302)의 "무선 파라미터 설정 식별자"

보다 자체 국 DSC(1301)의 "무선 파라미터 설정 식별자"가 크면, 스텝 S1107에서 무선 파라미터를 생성한다. 그 다음, 스

텝 S1109에서, 자체 국 DSC(1301)이 무선 파라미터의 제공 기기로서 기억된다.

또한, 이 제3실시형태에 따른 상대국 DSC(1302)의 무선 파라미터 설정 정보의 판정 처리를 도 11의 흐름도를 참조해서

설명한다. 한편, 다음의 설명에서는, DSC(1302)에 의해 수행된 처리를 제공하므로, DSC(1302)는 자체 국이 되고, DSC

(1301)는 상대국이 된다.

상대국 DSC(1301)으로부터 DSC(1301)의 무선 파라미터의 설정 정보를 수신한 자체 국 DSC(1302)는, 우선 스텝 S1101

에서, 상대국 DSC(1301)의 "무선 파라미터 설정 능력 속성"을 확인한다. 여기서, 상대국 DSC(1301)의 "무선 파라미터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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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능력 속성"은 "제공 능력/수신 능력"이므로, DSC(1301)는 "수신 능력"을 갖는다. 이 항목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으므로,

제어는 스텝 S1102로 진행하고, DSC(1302)는 상대국 DSC(1301)의 "무선 파라미터 제공 속성"을 확인한다. 여기서, 상

대국 DSC(1301)의 "무선 파라미터 제공 속성"이 "가능"이므로, 제어는 스텝 S1103으로 진행하여, DSC(1302)의 "무선 파

라미터 제공 속성"이 "가능"인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여기서, "가능"이고, 이 항목에 근거해서 판정할 수 없으므로, 제어는

스텝 S1104로 진행하여, 상대국 DSC(1301)의 "무선 파라미터 설정 식별자" ("123456")와 자체 국의 "무선 파라미터 설정

식별자" ("456789")를 비교한다. 여기서는 자체 국 DSC(1302)의 무선 파라미터 설정 식별자가 크므로, 제어는 스텝

S1109로 진행한다. DSC(1302)는 자체 국이 "무선 파라미터 제공 기기"인 것을 판단한다. 또, DSC(1302)의 "무선 파라미

터 제공 속성"이 "가능"이므로, 자체 국에서 설정되는 무선 파라미터를 다른 기기에 송신하기 위한 무선 파라미터로서 취급

한다. 그 다음, 자체 국이 "무선 파라미터 제공 기기"가 되는 취지를 기억한다(도 10의 S1006).

제3실시형태에서는, 2기기의 "무선 파라미터 설정 능력 속성"이 모두 "제공 능력/수신 능력"으로 설정된다. 또한, "무선 파

라미터 설정 능력 속성"이 모두 "제공 능력"일 경우도 같은 순서가 된다.

또, 제3실시형태에서는, 2기기의 "무선 파라미터 제공 속성"이 모두 "가능"이다. 또한, "무선 파라미터 제공 속성"이 모두 "

불가"인 경우, "무선 파라미터 제공 기기"를 결정하는 스텝은 동일하다. "무선 파라미터 제공 기기"가 제공하는 "무선 파라

미터"의 생성수단(도 11의 S1107)에 관해서는 제1실시형태와 같다.

이하, "무선 파라미터 제공 기기"로부터 "무선 파라미터 수신 기기"에 무선 파라미터를 송신하고, 애드혹 무선접속을 구축

하는 방법은 제1실시형태와 같다. 따라서, 그 설명을 생략한다.

[제4실시형태]

상기의 실시형태에서는, 1대1의 기기로 구성되는 IEEE802.11 규격의 애드혹에 있어서 무선 접속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무선 통신시스템의 구성에 관하여 설명했다.

제4실시형태에서는, 도 14에 나타낸 바와 같은 3대 이상의 기기로 구성되는 IEEE802.11 규격의 애드혹으로 무선접속하

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무선 통신시스템을 제공한다.

도 14는 IEEE802.11 규격의 애드혹으로 무선접속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DSC(1401, 1402) 및 프린터(1403)로

구성되는 무선 통신시스템의 구성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각 기기의 무선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무선 파라미터 설정 모드"에 사용하는 항목은 이하와 같다. 우선, DSC(1401)의 "무

선 파라미터 설정 능력 속성"이 "제공 능력/수신 능력"이며, DSC(1401)의 "무선 파라미터 제공 속성"이 "가능"이며, DSC

(1401)의 "무선 파라미터 설정 식별자"가 "123456"이다. DSC(1402)의 "무선 파라미터 설정 능력 속성"은 "제공 능력/수

신 능력"이며, DSC(1402)의 "무선 파라미터 제공 속성"은 "불가"이며, DSC(1402)의 "무선 파라미터 설정 식별자"는

"456789"이다. 또, 프린터(1403)의 "무선 파라미터 설정 능력 속성"은 "제공 능력"이며, 프린터(1403)의 "무선 파라미터

제공 속성"이 "불가"이며, 프린터(1403)의 "무선 파라미터 설정 식별자"가 "abcdef"이다.

이 구성에 있어서, 무선 파라미터의 설정 모드를 시작하는 순서는, DSC(1401), DSC(1402), 프린터(1403)로 한다. 이하,

도 15에 나타낸 시퀸스를 사용하여 설명한다.

도 15는 본 발명의 제4실시형태에 따른 무선 통신시스템(도 14)에 있어서의 DSC(1401), DSC(1402) 및 프린터(1403) 사

이에서의 무선 파라미터의 설정 방법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상기의 제1 및 제2실시형태와 같은 순서에 따라서, DSC(1401)와 DSC(1402)에서, DSC(1401)가 "무선 파라미터 제공 기

기"가 되고, DSC(1402)가 "무선 파라미터 수신 기기"가 된다(S1501∼S1507). 도 15의 S1501∼S1507은, 전술의 도 10

의 S1001∼S1007과 같다. 여기서, DSC(1401)의 타이머 카운팅의 기동 후 무선 파라미터의 설정 모드를 시작한 프린터

(1403)는 "무선 파라미터 설정 시작 요구"를 송신한다(S1508).

여기서, DSC(1402)는 "무선 파라미터 수신 기기"이므로, 응답하지 않는다. DSC(1401)는 기동중의 타이머의 카운팅을 정

지하고(S1507), 프린터(1403)에 "무선 파라미터 설정 시작 응답"을 송신한다(S1509). 이하, DSC(1401)와 프린터(1403)

사이의 "무선 파라미터 제공 기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제1실시형태(도 10)와 같은 처리를 행한다. 프린터(1403)가 "무선

파라미터 제공 기기"가 되고, DSC(1401)가 "무선 파라미터 수신 기기"가 된다(S1510∼S1513). 이렇게 해서 "무선 파라

미터 제공 기기"가 된 프린터(1403)는, 네트워크 하의 전체 기기에 대해서 "무선 파라미터 설정 요구"를 송신한다(S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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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선 파라미터 설정 요구"를 수신한 기기(여기서는 DSC(1401)와 DSC(1402))는, 수신한 무선 파라미터를 자체 국에

반영하고, 무선 통신 제어부(604)에 파라미터를 설정한다. 이 처리가 정상 완료하면, DSC(1401)와 DSC(1402)는 "무선

파라미터 설정 응답"을 "무선 파라미터 제공 기기"인 프린터(1403)에 각각 송신한다(S1515). 이렇게 해서, S1516에서,

DSC(1401, 1402), 프린터(1403)가 애드혹 모드의 통신이 가능하게 된다. 이 애드혹 무선접속을 구축하는 방법은 제1실

시형태와 같으므로, 그 설명을 생략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4실시형태에 의하면, DSC와 프린터를 포함하는 3대 이상의 무선 통신 기기가 존재하는 경

우도, 유저의 파라미터 입력 등의 조작을 필요로 하지 않고, 최소한의 조작으로 DSC와 프린터에 무선 파라미터를 자동으

로 설정하고, 애드혹 모드의 무선접속을 실현한다.

[제5실시형태]

상기의 제3실시형태에서는, "무선 파라미터 설정 능력 속성"이 모두 "제공 능력/수신 능력"이고, "무선 파라미터 제공 속성

"이 모두 "가능"이며, "무선 파라미터 설정 식별자"가 각 DSC에 대해 다른 설정의 2대의 DSC(1301, 1302)를 구비하는 무

선 통신시스템에 관하여 설명했다. 전술의 실시형태에서는, 유저가 어느 DSC의 무선 파라미터가 자동으로 설정되었는지

를 몰라도 문제없다.

이에 대하여, 제5실시형태에서는, 유저가 의도한 DSC(목적 DSC)의 무선 파라미터를, 다른 DSC에 설정하는 방법에 관하

여 설명한다. 각 기기의 "무선 파라미터 설정 모드" 시에 사용하는 항목은 전술한 제3실시형태와 같은 것으로 상정한다. 여

기서는 DSC(1301)에 DSC(1302)의 무선 파라미터를 설정할 경우를 설명한다.

우선, DSC(1302)의 무선 파라미터 설정 능력 속성을 "제공 능력"으로 설정한다. 이렇게 설정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무선

파라미터 설정 모드"에, 유저가 임의로 "무선 파라미터의 제공 기기" 또는 "무선 파라미터의 수신 기기"를 설정할 수 있는 "

수동 모드"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DSC(1302)의 조작부(610)와 표시부(606)와 같은 입출력 기능을 "수동설정 모드"

를 선택하기 위해 사용하고, "무선 파라미터 제공 기기로서 동작"을 위해 자체 국을 설정한다. 이 조작에 의해, "무선 파라

미터 제공 기기로서만 동작"이 DSC(1302)의 "무선 파라미터 설정 능력 속성"으로서 설정된다.

다음에, DSC(1301)는 무선 파라미터 수신 기기로서 동작만 하는 방법으로 동일하게 설정된다. 이 조작에 의해, "무선 파

라미터 수신 기기로서만 동작"이 DSC(1301)의 "무선 파라미터 설정 능력 속성"으로서 설정된다. 그리고, 제1실시형태와

같은 처리를 행해서, DSC(1301)와 DSC(1302)에서 "무선 파라미터 설정 모드"를 시작한다. DSC(1301)와 DSC(1302)는

상대의 무선 파라미터 설정 정보를 얻어서, 자체 국이 "무선 파라미터 제공 기기"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도 16은 제5실시형태에 따른 통신시스템의 DSC에서 무선 파라미터 제공 기기의 판정 처리를 설명하는 흐름도다. 여기서

는, DSC(1301)의 "무선 파라미터 설정 능력 속성"은 "무선 파라미터 수신 기기로서만 동작"으로 설정되고, DSC(1302)의

"무선 파라미터 설정 능력 속성"은 "무선 파라미터 제공 기기로서만 동작"으로 설정되는 것으로 상정한다.

따라서, DSC(1301)의 경우, 스텝 S1601에서 "자체 국이 제공 기기로서만 동작하는지"의 판정의 결과는 "NO"가 된다. 처

리는 스텝 S1607로 진행하여, 자체 국을 "무선 파라미터 수신 기기로서만 동작"으로 결정한다. 다음에, 스텝 S1608에서,

상대국 DSC(1302)는 "무선 파라미터 제공 기기로서만 동작"이므로, 판정은 "NO"가 되고, 처리는 스텝 S1609로 진행한

다. 스텝 S1609에서, DSC(1301: 자체 국)를 "무선 파라미터 수신 기기"로 설정하고, 이 설정을 기억한다. 그 다음, 제어를

종료한다.

또, DSC(1302)의 경우, 스텝 S1601에서, 자체 국이 "무선 파라미터 제공 기기로서만 동작하는지"의 판정 결과는 "YES"가

된다. 처리는 스텝 S1602로 진행하고, 상대국 DSC(1301)이 "무선 파라미터 제공 기기로서만 동작"인지를 판정한다. 여기

서 판정은 NO가 되므로, 제어는 스텝 S1603으로 진행하여, 자체 국의 무선 파라미터의 제공 속성이 가능인지를 판정한다.

YES이면, 제어는 스텝 S1605로 진행하고, 자체 국을 기억하고 있는 무선 파라미터를 상대국에 송신하는 무선 파라미터의

제공 기기로서 설정하고, 이 설정을 기억한다. 한편, 스텝 S1603에서, 자체 국 DSC(1302)의 무선 파라미터의 제공 속성이

가능이 아닐 경우, 제어는 스텝 S1604로 진행하고, 자체국 DSC(1302)은 무선 파라미터를 생성한다. 스텝 S1605에서, 자

체 국이 그 생성한 파라미터를 상대국에 송신하는 제공 기기인 취지를 기억해서 송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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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양쪽 DSC(1301, 1302)의 "무선 파라미터 설정 능력 속성"이 "무선 파라미터 제공 기기로서만 동작"인 경우, 제

어는 스텝 S1602로부터 스텝 S1606으로 진행한다. 한편, 상대국의 "무선 파라미터 설정 능력 속성"이 "무선 파라미터 수

신 기기로서만 동작"인 경우, 제어는 스텝 S1608로부터 스텝 S1606으로 진행한다. 스텝 S1606에서, 접속은 불가(설정 실

패)이고, 그 접속 불가는 유저에게 통지된다.

"무선 파라미터 수신 기기"가 된 DSC(1301)는, "무선 파라미터 설정 요구"를 기다린다. 한편, "무선 파라미터 제공 기기"가

된 DSC(1302)는, DSC(1301)에 대해서 "무선 파라미터 설정 요구"를 송신한다. 이 "무선 파라미터 설정 요구"를 수신한

DSC(1301)는, 그 수신한 무선 파라미터를 자체 국에 반영하고, DSC(1301)의 무선 통신 제어부(604)에 대하여 설정 처리

를 행한다. 이 처리가 정상 완료하면, DSC(1301)는 "무선 파라미터 설정 응답"을 "무선 파라미터 제공 기기"인 DSC

(1302)에 송신한다. 한편, 이후의 애드혹을 구축하는 방법은 제1실시형태와 같으므로, 그 설명을 생략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5실시형태에 의하면, 유저에 의한 파라미터 입력 등의 조작 없이, 유저가 의도한 기기에 근

거한 통신 상대 기기(상대국)에서, 무선 파라미터의 설정을 최소한의 유저 조작으로 자동으로 행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

로 설정된 무선 통신 파라미터에 따라서, 애드혹 모드에서의 무선 통신이 실현된다.

제5실시형태에서는, 2대의 DSC와의 사이에서의 무선 통신의 경우를 설명했지만, 프린터와 DSC로 구성되는 무선 통신시

스템에 있어서도, DSC의 무선 파라미터를 프린터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6실시형태]

제5실시형태에서는, 유저가 의도한 DSC의 무선 파라미터를 다른 DSC에 설정할 경우를 설명했다. 이 방법은 한쪽 기기는

"무선 파라미터 제공 기기"로 동작하도록 지시하고, 다른 쪽 기기는 "무선 파라미터 수신 기기"로 동작하도록 지시함으로

써 실현되었다.

이에 대하여, 제6실시형태는, 한쪽 기기에만 유저의 지시를 반영하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한다. 시스템의 구성은 전술의 제

3 및 제5실시형태와 같다. 각 기기의 "무선 파라미터 설정 모드"에서 사용하는 항목은, 제3실시형태와 동일한 것으로 상정

한다. 또한, 도 13에 나타낸 무선 통신시스템에 있어서, DSC(1302)의 무선 파라미터가 DSC(1301)에 설정되는 것을 상정

한다.

우선, DSC(1302)의 조작부(610)와 표시부(606) 등의 입출력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수동설정 모드"를 선택하고, 또한 "무

선 파라미터 제공 기기로서 자체 국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선택한다. 이 조작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위해서, "무선

파라미터 설정 식별자"를 "FFFFFF"로 설정한다. DSC(1301)에 있어서는 특별히 실시해야 할 작업은 없다.

그 다음, 제1실시형태와 같은 처리를 행해서, DSC(1301)와 DSC(1302)에 있어서 "무선 파라미터 설정 모드"를 시작한다.

DSC(1301)와 DSC(1302)는, 상대의 무선 파라미터 설정 정보를 얻어서, 자체 국이 "무선 파라미터 제공 기기"가 될 수 있

는지를 판단한다. 이후, 전술의 제3실시형태와 같은 처리가 실시된다.

즉, 도 11의 흐름도에 있어서, DSC(1301)의 경우는, 상대국 DSC(1302)가 무선 파라미터 제공 기기로서 우선적으로 선택

되므로, 스텝 S1101에서의 판정은 "NO"가 되고, 제어는 스텝 S1108로 진행한다. 스텝 S1108에서, 상대국 DSC(1302)을

파라미터 제공 기기로서 설정한다.

한편, DSC(1302)의 경우에는, 상대국 DSC(1301)가 무선 파라미터의 수신 기기이므로, 스텝 S1101에서의 판정은 "YES"

가 되고, 제어는 스텝 S1102로 진행한다. 상대국 DSC(1301)의 무선 파라미터의 제공 속성이 "가능"이면, 제어는 스텝

S1103으로 진행한다. 자체 국 DSC(1302)의 무선 파라미터의 제공 속성이 "가능"이므로, 제어는 스텝 S1104로 진행된다.

스텝 S1104에서, 상대국 DSC(1301)의 무선 파라미터 식별자와 자체 국 DSC(1302)의 무선 파라미터 식별자 (FFFFFF)

를 비교한다. 이 경우에는 자체 국 DSC(1302)의 무선 파라미터 식별자 (FFFFFF)가 확실히 크므로, 제어는 스텝 S1109로

진행한다. 자체 국 DSC(1302)가 무선 파라미터의 제공 기기로 설정된다.

상기 방법에서의 "무선 파라미터 설정 식별자"에 근거한 판단에 의해, DSC(1302)는 무선 파라미터 제공 기기가 되고,

DSC(1301)는 무선 파라미터 수신 기기가 된다.

"무선 파라미터 수신 기기"가 된 DSC(1301)는 "무선 파라미터 설정 요구"를 기다린다. "무선 파라미터 제공 기기"가 된

DSC(1302)는 DSC(1301)에 대해서 "무선 파라미터 설정 요구"를 송신한다. 이 "무선 파라미터 설정 요구"를 수신한 D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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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는, 그 수신한 무선 파라미터를 자체 국 DSC(1301)에 반영하고, DSC(1301)의 무선 통신 제어부(604)에 대하여 설

정 처리를 행한다. 이 처리가 정상 완료하면, DSC(1301)는 "무선 파라미터 설정 응답"을 "무선 파라미터 제공 기기"인

DSC(1302)에 각각 송신한다. 애드혹 무선접속을 구축하는 방법은 제1실시형태와 같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6실시형태에 의하면, 유저에 의한 파라미터 입력 등의 조작을 필요로 하지 않고, 유저가 의

도한 기기에 근거한 통신 상대국에서, 무선 파라미터를 최소한의 조작으로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애드혹

모드로 무선에 의한 통신이 실현된다.

제6실시형태에서 설명한 수단은, 통신 상대국이 입출력수단을 충분히 구비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 특히 효과적이다.

[다른 실시형태]

이상,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했지만, 본 발명은 복수의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 또는 하나의 기기로 이루

어지는 장치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전술한 실시형태의 기능을 실현하는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을, 컴퓨터 시스템 또는 장치에 직접 또는 원

격으로부터 공급하고, 그 시스템 또는 장치의 컴퓨터가 공급한 프로그램을 판독해서, 실행함으로써도 달성될 수 있다. 이

경우, 프로그램의 기능이 있으면, 그 형태는 프로그램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본 발명의 기능을 컴퓨터로 실현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인스톨되는 프로그램 코드 자체가 본 발명을 구현한다. 즉,

본 발명의 청구 범위에는, 본 발명의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도 포함된다. 그 경우, 프로그램의 기능이

있으면, 프로그램의 형태는 오브젝트 코드, 인터프리터에 의해 실행되는 프로그램, OS에 공급하는 스크립트 데이터 등이

될 수 있다.

프로그램을 공급하기 위한 기록 매체로서는, 다양한 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플로피(등록상표)디스크, 하드디스

크, 광디스크, 광자기디스크, MO, CD-ROM, CD-R, CD-RW, 자기테이프, 비휘발성의 메모리 카드, ROM, DVD(DVD-

ROM, DVD-R) 등이 사용될 수 있다.

그 밖에, 프로그램의 공급 방법으로서는,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인터넷의 홈 페이지에 접속하고, 홈

페이지로부터 하드디스크 등의 기록 매체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함으로써,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운로드된 프로그램

은, 본 발명의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또는, 자동 인스톨 기능을 포함하는 압축된 파일이 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프로그

램을 구성하는 프로그램 코드를 복수의 파일로 분할하고, 복수의 파일을 다른 홈 페이지로부터 다운로드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 즉, 본 발명의 기능 처리를 컴퓨터로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 파일을 복수의 유저에 대하여 다운로드시키는

WWW서버도 본 발명의 청구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프로그램을 암호화해서, 예를 들면 CD-ROM 등의 기억매체에 기억해서 유저에 배포할 수도 있다. 이 경

우, 소정의 조건을 만족한 유저가, 인터넷상의 홈 페이지로부터 암호화를 푸는 키 정보를 다운로드하여, 그 키 정보를 사용

함으로써, 암호화된 프로그램이 실행가능한 형식으로 컴퓨터에 인스톨되도록 한다.

또한, 컴퓨터가 판독한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전술한 실시형태의 기능이 실현되는 형태 이외의 형태로도 본 발명을 실

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의 지시에 따라서, 컴퓨터상에서 가동하고 있는 OS 등이 실제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함으로써, 전술한 실시형태의 기능이 실현될 수 있다.

또한, 기록 매체로부터 판독된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삽입된 기능 확장 카드나 컴퓨터에 접속된 기능 확장 유닛에 갖추어

지는 메모리에 기록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프로그램의 지시에 따라서, 그 기능 확장 카드나 기능 확장 유닛에 갖추어지는

CPU 등이 실제의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함으로써, 전술한 실시형태의 기능이 실현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상기 실시형태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변경 및 변형이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를 벗어남이 없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일반적인 범위는 수반되는 청구 범위에 따라 만들어진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통신에 관한 설정을 간편히 하고, 설정 동작과 연관된 통신을 단순화하기 위한

기술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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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애드혹 모드로 데이터 전송을 행하는 무선 통신시스템의 구성 예를 도시한 도면,

도 2는 애드혹 모드에서의 네트워크의 접속 방법을 설명하는 도면,

도 3은 DSC로부터 데이터 전송 대상 프린터를 검색하는 종래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

도 4는 USB접속을 사용하여, DSC와 프린터 쌍방에 무선 통신에 필요한 설정 정보를 설정하는 처리를 설명하는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 따른 무선 통신시스템의 구성 예를 도시한 도면,

도 6은 본 실시형태에 따른 DSC의 기능 구성을 나타내는 기능 블록도,

도 7은 본 실시형태에 따른 프린터의 기능 구성을 나타내는 기능 블록도,

도 8은 본 실시형태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DSC에서의 무선 파라미터를 설명하는 도면,

도 9는 본 실시형태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프린터에서의 무선 파라미터를 설명하는 도면,

도 10은 본 실시형태에 따른 무선 통신시스템에서 DSC와 프린터에서의 무선 파라미터의 설정 방법을 설명하는 도면,

도 11은 본 실시형태에 따른 DSC에서 무선 파라미터 설정 정보의 판단 처리(S1004)를 설명하는 흐름도,

도 12는 본 실시형태에 따른 프린터에서 무선 파라미터의 설정 정보의 판정 처리를 설명하는 흐름도,

도 13은 2대의 DSC로 구성된 무선 통신시스템의 구성도,

도 14는 2대 DSC 및 프린터로 구성되는 무선 통신시스템의 구성을 설명하는 도면,

도 15는 본 발명의 제4실시형태에 따른 무선 통신시스템(도 14)에서 DSC와 프린터 사이의 무선 파라미터의 설정 방법을

설명하는 도면,

도 16은 본 발명의 제5실시형태에 따른 통신시스템의 DSC에서 무선 파라미터 제공 기기의 판정 처리를 설명하는 흐름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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