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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종 단말들의 애드-혹 망을 구축하는 장치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이종 단말간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고, 보다 상세하게는 무선 랜 단말과 블루투스 단말

간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따른 애드-혹 망 구축 장치는 이종 프로토콜 스택들에서

서로 공통되는 상위 계층 각각을 하나의 계층으로 통합한 단일 계층, 서로 다른 하위 계층 각각을 별개의 계층으로 분리한

이중 계층, 및 단일 계층과 이중 계층 사이에서 이종 프로토콜 스택들의 패킷 포맷을 상호 변환하는 변환 계층을 포함하는

이종 혼합 프로토콜 스택이 탑재된 이종 혼합 단말과 이종의 프로토콜 스택들 중 제 1 프로토콜 스택이 탑재된 제 1 단말을

접속하는 제 1 접속부; 이종 혼합 단말과 이종의 프로토콜 스택들 중 제 2 프로토콜 스택이 탑재된 제 2 단말을 접속하는

제 2 접속부; 및 접속된 제 1 단말로부터 제 1 데이터 패킷을 수신하고, 제 1 데이터 패킷에 포함된 목적지 주소 필드에 기

록된 주소가 이종 혼합 단말의 주소가 아닌 경우, 변환 계층 내에서 제 1 데이터 패킷의 제 1 프로토콜 스택 패킷 포맷을 제

2 프로토콜 스택 패킷 포맷으로 변환하고, 제 2 프로토콜 스택 패킷 포맷으로 변환된 제 1 데이터 패킷을 접속된 제 2 단말

로 전송하는 제 1 이종 단말간 통신부를 포함하며, 서로 통신이 불가능한 여러 대의 이종 단말들이 서로 자유롭게 통신할

수 있는 애드-혹 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6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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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종래의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의 구조도이다.

도 2는 종래의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의 구조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프로토콜 스택의 구조도이다.

도 4는 IEEE 802.11 표준에 따른 프레임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5는 블루투스 표준에 따른 패킷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애드-혹 망 구축 장치의 구성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무선 랜-블루투스 통신 장치의 구성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블루투스-무선 랜 통신 장치의 구성도이다.

도 9는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단말의 구현 모델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0a 및 도 10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애드-혹 망 구성 방법의 구성도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무선 랜-블루투스 통신 방법의 흐름도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블루투스-무선 랜 통신 방법의 흐름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종 단말간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고, 보다 상세하게는 무선 랜 단말과 블루투스 단말

간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글로벌(global) 네트워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무선 통신의 발전으로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무선 랜(Wireless LAN), IrDA(Infrared Data Association), 블루투스

(Bluetooth)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한 무선 인터넷도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대중화 되어가고 있다. 또한, 각

무선 통신 방식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고, 동종의 단말끼리 연결되어 애드-혹 망(ad-hoc network)을 구성할 수 있다. 이

때, 각 무선 통신 방식은 각기 특유의 프로토콜 스택(protocol stack)을 사용하며, 이것으로 인해 이종의 무선 통신 방식을

사용하는 단말끼리는 통신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하, 종래의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 및 종래의 블루투스 프로

토콜 스택을 도면을 참조하면서 살펴보기로 한다.

도 1은 종래의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의 구조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은 최하위 계층부터 RF(11), 802.11 MAC(12), LLC(13), IP(14), TCP/UDP(15),

및 소켓(16)이 쌓아 올라가며 계층적으로 구성된다.

RF(Radio Frequency, 11)는 OSI(Open Systems Interconnection) 참조 모델에서 최하위 계층인 물리 계층(physical

layer)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802.11a는 5GHz 대역을 사용하고, 802.11b는 2.4GHz 대역을 사용한다. 변조 방식은

BPSK(Binary Phase Shift Keying), QPSK(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16-QAM(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64-QAM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을 사용한다.

802.11 a/b MAC(Media Access Control, 12)은 OSI 참조 모델에서 데이터 링크 계층(data link layer)의 두 가지 서브 계

층 중 하위 계층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전송로를 공유하는 여러 대의 단말들이 전송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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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이다. 802.11은 IEEE 작업 그룹이 개발한 무선 랜을 위한 규격 모음이다. 802.11은 경로 공유를 위해 모두 이더

넷(ethernet) 프로토콜인 CSMA/CA(Carrier Sense Multiple Access/Collision Avoidance)를 사용한다. MAC 주소는 단

말 제조 업체에서 제품을 출시할 때, 세계에서 유일한 번호로 할당해 공급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차원의 주소라고 할 수 있

다. 일반적인 LAN인 이더넷에서 동일 LAN 세그먼트 안에 연결된 모든 단말은 MAC 주소를 기반으로 하여, TCP/IP 등 상

위 계층 프로토콜로 통신이 가능하다.

LLC(Logical Link Control, 13)는 OSI 참조 모델에서 데이터 링크 계층의 두 가지 서브 계층 중 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것

으로서, 오류 제어, 흐름 제어, 프레임 처리, MAC 서브 계층 주소 지정 등을 처리한다.

IP(Internet Protocol, 14)는 OSI 참조 모델에서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터넷 상의 어떤 단말에서 다른 단

말로 데이터를 보내는데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 인터넷 상의 각 단말은 다른 단말과 구별될 수 있도록 적어도 하나 이상

의 고유한 주소를 갖는다. 사용자가 전자 우편이나 웹페이지 등과 같은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을 때, 메시지는 패킷이라고

불리는 작은 조각으로 나뉘어진다. 이러한 각 패킷에는 송신 단말의 IP 주소와 수신 단말의 IP 주소가 들어있다. 메시지가

여러 개의 패킷으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각 패킷은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보내어질 수도 있으며, 각 패킷은 원래의 보낸

순서와는 다른 순서로 도착될 수도 있다. 것은 다른 프로토콜인 TCP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가 해야할 일이다.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15)는 OSI 참조 모델에서 트랜스포트 계층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IP 계층에서 순

서가 흐트러진 패킷들을 올바르게 재정렬하는 프로토콜이다.

UDP(User Datagram Protocol, 15)는 TCP와 같이 OSI 참조 모델에서 트랜스포트 계층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IP를 사용

하는 네트워크에서 단말간에 메시지들이 교환될 때 제한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프로토콜이다. 그러나, UDP는 TCP와는

달리, 메시지를 패킷(데이터그램)으로 나누고, 재조립하는 등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으며, 특히 도착하는 데이터 패킷들

의 순서를 제공하지 않는다. 즉, UDP를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은, 전체 메시지가 올바른 순서로 도착했는지에 대해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켓(socket, 16)은 OSI 참조 모델에서 최상위 계층인 응용 계층(application layer)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네트워크 상에

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과 서버 프로그램 사이의 통신 방법이다. 즉, 소켓은 접속의 끝 부분을 의미한다.

도 2는 종래의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의 구조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은 최하위 계층부터 RF(21), 베이스밴드(22), HCI(23), L2CAP(24), SDP(25),

BNEP(26), IP(27), TCP/UDP(28), 및 소켓(29)이 쌓아 올라가며 계층적으로 구성된다.

RF(Radio Frequency, 21)는 OSI 참조 모델에서 최하위 계층인 물리 계층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2.4 ~ 2.4835GHz의 면

허가 필요 없는 ISM(Industrial, Scientific, Medical) 대역에서 보통 1mW 출력, 1MHz 밴드 폭으로 79채널을 초당 1,600

번 주파수 호핑(Frequency Hopping)하고 있으며, 변조방식은 G-FSK(Gaussian Frequency Shift Keying)이며, 듀플렉

스(duplex) 통신을 위하여 TDD(Time Division Duplex) 방식을 사용한다.

베이스밴드(baseband, 22)는 RF 계층과 마찬가지로 OSI 참조 모델에서 최하위 계층인 물리 계층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7

개의 블루투스 단말이 1개의 피코넷(piconet)으로 연결되고, 7개 중 1개는 주파수 호핑 패턴 생성 등의 피코넷을 관리하는

마스터(master)가 되고, 나머지는 슬레이브(slave)로 접속된다.

HCI(Host Controller Interface, 23)는 OSI 참조 모델에서 데이터 링크 계층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블루투스 단말과 호스

트와의 중계적인 연결을 담당하는 프로토콜이다. 블루투스 표준에서 HCI와 같은 인터페이스 방법까지 표준으로 정한 이유

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분리함으로서, 제품의 블루투스 하드웨어 모듈을 교체할 경우 소프트웨어까지 교체해

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L2CAP(Logical Link Control and Adaptation Protocol, 24)는 OSI 참조 모델에서 데이터 링크 계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 하위 프로토콜 스택과 상위 어플리케이션과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프로토콜이다. L2CAP은 인터넷 프로토콜의 TCP와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한다. L2CAP은 HCI 계층 바로 위에 위치하여 상위 프로토콜이나 어플리케이션에게 64MB까지의 데

이터 패킷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해준다.

BNEP(Bluetooth Network Encapsulation Protocol, 26)는 OSI 참조 모델에서 데이터 링크 계층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블루투스 단말간의 제어 패킷 및 데이터 패킷 전송에 대한 프로토콜이다. PAN(Personal Area Networking) 프로파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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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단말간에 IP 트래픽을 전달하는 규칙이다. 이더넷 패킷은 BNEP를 사용하여 L2CAP 패킷 속에 캡슐화

(encapsulation)된다. 블루투스 단말은 애드-혹 망(ad-hoc network)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블루투스 단말에 접속한다.

이때, 베이스밴드 조회(inquiry)와 SDP(Service Discovery Protocol, 25)에 따른 검색(search)을 한다. 다만, 이전에 블

루투스 단말들이 SD(Service Discovery) 데이터베이스에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등록하여야 한다. 일단, 접속이

되면, 블루투스 단말은 BNEP 용의 L2CAP 채널을 생성하고, BNEP 접속을 초기화하기 위하여 BNEP 명령들을 사용하고,

다른 네트워크 패킷 타입들에 대한 필터링을 셋업한다.

그밖에 IP(27), TCP/UDP(28), 및 소켓(29)은 무선 랜과 공통되는 계층이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종래의 무선 랜 단말은 무선 랜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 스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종래의 블루투스 단말은

블루투스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 스택을 보유하고 있다. 즉, 무선 랜 단말은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을 기반으로 무선 랜 단

말끼리 애드-혹 망을 형성하고, 블루투스 단말은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을 기반으로 무선 랜 단말끼리 애드-혹 망을 형

성한다. 따라서, 종래에는 블루투스 모듈이 탑재된 단말의 경우, 블루투스 모듈이 탑재된 단말끼리만 통신이 가능하고, 무

선 랜 모듈을 가진 단말기의 경우, 무선 랜 모듈이 탑재된 단말끼리만 통신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종래에는

블루투스 단말과 무선 랜 단말간에 통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종의 단말인 블루투스 단말과 무선 랜 단말간에는 애드-

혹 망을 구성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서로 통신이 불가능한 이종 단말간 통신을 가능하게 하여, 여러 대의 이종 단말들

이 서로 자유롭게 통신할 수 있는 애드-혹 망을 구축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고, 구체적으로는, 서로 통신

이 불가능한 대표적 이종 단말인 무선 랜 단말과 블루투스 단말간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애드-혹 망 구축 장치는 이종 프로토콜 스택들에서 서로 공통되는 상위

계층 각각을 하나의 계층으로 통합한 단일 계층, 서로 다른 하위 계층 각각을 별개의 계층으로 분리한 이중 계층, 및 상기

단일 계층과 상기 이중 계층 사이에서 이종 프로토콜 스택들의 패킷 포맷을 상호 변환하는 변환 계층을 포함하는 이종 혼

합 프로토콜 스택이 탑재된 이종 혼합 단말과 상기 이종의 프로토콜 스택들 중 제 1 프로토콜 스택이 탑재된 제 1 단말을

접속하는 제 1 접속부; 상기 이종 혼합 단말과 상기 이종의 프로토콜 스택들 중 제 2 프로토콜 스택이 탑재된 제 2 단말을

접속하는 제 2 접속부; 및 상기 접속된 제 1 단말로부터 제 1 데이터 패킷을 수신하고,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에 포함된 목

적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주소가 이종 혼합 단말의 주소가 아닌 경우, 상기 변환 계층 내에서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의 상기

제 1 프로토콜 스택 패킷 포맷을 상기 제 2 프로토콜 스택 패킷 포맷으로 변환하고, 상기 제 2 프로토콜 스택 패킷 포맷으

로 변환된 제 1 데이터 패킷을 상기 접속된 제 2 단말로 전송하는 제 1 이종 단말간 통신부를 포함한다.

상기 다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무선 랜-블루투스 통신 장치는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과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에서 서로 공통되는 상위 계층 각각을 하나의 계층으로 통합한 단일 계층, 서로 다른 하위 계층 각각을 별개

의 계층으로 분리한 이중 계층, 및 상기 단일 계층과 상기 이중 계층 사이에서 무선 랜 패킷 포맷과 블루투스 패킷 포맷을

상호 변환하는 변환 계층을 포함하는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프로토콜 스택의 이중 계층 중에서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 측

의 최하위 계층을 입력단으로 하여 데이터 패킷을 수신하는 무선 랜 최하위 계층 데이터 패킷 수신부; 상기 무선 랜 프로토

콜 스택 측의 최하위 계층을 입력단으로 하여 수신된 데이터 패킷을 상기 변환 계층으로 전달하는 무선 랜 최하위 계층-변

환 계층 전달부; 및 상기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에 포함된 목적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MAC 주소가 상기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프로토콜 스택이 탑재된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단말의 MAC 주소가 아닌 경우, 상기 변환 계층 내에서

상기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의 상기 무선 랜 패킷 포맷을 상기 블루투스 패킷 포맷으로 변환하는 무선 랜-블루

투스 패킷 포맷 변환부를 포함한다.

상기 또 다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블루투스-무선 랜 통신 장치는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과 블루

투스 프로토콜 스택에서 서로 공통되는 상위 계층 각각을 하나의 계층으로 통합한 단일 계층, 서로 다른 하위 계층 각각을

별개의 계층으로 분리한 이중 계층, 및 상기 단일 계층과 상기 이중 계층 사이에서 무선 랜 패킷 포맷과 블루투스 패킷 포

맷을 상호 변환하는 변환 계층을 포함하는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프로토콜 스택의 이중 계층 중에서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 측의 최하위 계층을 입력단으로 하여 데이터 패킷을 수신하는 블루투스 최하위 계층 데이터 패킷 수신부; 상기 블루

투스 프로토콜 스택 측의 최하위 계층을 입력단으로 하여 수신된 데이터 패킷을 상기 변환 계층으로 전달하는 블루투스 최

하위 계층-변환 계층 전달부; 및 상기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에 포함된 목적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MAC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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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기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프로토콜 스택이 탑재된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단말의 MAC 주소가 아닌 경우, 상기 변환

계층 내에서 상기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의 상기 블루투스 패킷 포맷을 상기 무선 랜 패킷 포맷으로 변환하는

블루투스-무선 랜 패킷 포맷 변환부를 포함한다.

상기 또 다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애드-혹 망 구성 방법은 (a) 이종 프로토콜 스택들에서 서로 공

통되는 상위 계층 각각을 하나의 계층으로 통합한 단일 계층, 서로 다른 하위 계층 각각을 별개의 계층으로 분리한 이중 계

층, 및 상기 단일 계층과 상기 이중 계층 사이에서 이종 프로토콜 스택들의 패킷 포맷을 상호 변환하는 변환 계층을 포함하

는 이종 혼합 프로토콜 스택이 탑재된 이종 혼합 단말과 상기 이종의 프로토콜 스택들 중 제 1 프로토콜 스택이 탑재된 제

1 단말을 접속하는 단계; (b) 상기 이종 혼합 단말과 상기 이종의 프로토콜 스택들 중 제 2 프로토콜 스택이 탑재된 제 2 단

말을 접속하는 단계; 및 (c) 상기 접속된 제 1 단말로부터 제 1 데이터 패킷을 수신하고,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에 포함된

목적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주소가 이종 혼합 단말의 주소가 아닌 경우, 상기 변환 계층 내에서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의 상

기 제 1 프로토콜 스택 패킷 포맷을 상기 제 2 프로토콜 스택 패킷 포맷으로 변환하고, 상기 제 2 프로토콜 스택 패킷 포맷

으로 변환된 제 1 데이터 패킷을 상기 접속된 제 2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또 다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무선 랜-블루투스 통신 방법은 (a)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과 블

루투스 프로토콜 스택에서 서로 공통되는 상위 계층 각각을 하나의 계층으로 통합한 단일 계층, 서로 다른 하위 계층 각각

을 별개의 계층으로 분리한 이중 계층, 및 상기 단일 계층과 상기 이중 계층 사이에서 무선 랜 패킷 포맷과 블루투스 패킷

포맷을 상호 변환하는 변환 계층을 포함하는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프로토콜 스택의 이중 계층 중에서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 측의 최하위 계층을 입력단으로 하여 데이터 패킷을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 측의 최하위 계

층을 입력단으로 하여 수신된 데이터 패킷을 상기 변환 계층으로 전달하는 단계; 및 (c) 상기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에 포함된 목적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MAC 주소가 상기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프로토콜 스택이 탑재된 무선 랜/블루

투스 혼합 단말의 MAC 주소가 아닌 경우, 상기 변환 계층 내에서 상기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의 상기 무선 랜

패킷 포맷을 상기 블루투스 패킷 포맷으로 변환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또 다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블루투스-무선 랜 통신 방법은 (a)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과 블

루투스 프로토콜 스택에서 서로 공통되는 상위 계층 각각을 하나의 계층으로 통합한 단일 계층, 서로 다른 하위 계층 각각

을 별개의 계층으로 분리한 이중 계층, 및 상기 단일 계층과 상기 이중 계층 사이에서 무선 랜 패킷 포맷과 블루투스 패킷

포맷을 상호 변환하는 변환 계층을 포함하는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프로토콜 스택의 이중 계층 중에서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 측의 최하위 계층을 입력단으로 하여 데이터 패킷을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 측의 최하위 계

층을 입력단으로 하여 수신된 데이터 패킷을 상기 변환 계층으로 전달하는 단계; 및 (c) 상기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에 포함된 목적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MAC 주소가 상기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프로토콜 스택이 탑재된 무선 랜/블루

투스 혼합 단말의 MAC 주소가 아닌 경우, 상기 변환 계층 내에서 상기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의 상기 블루투

스 패킷 포맷을 상기 무선 랜 패킷 포맷으로 변환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하에서는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프로토콜 스택의 구조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프로토콜 스택은 왼쪽 최하위 계층부터 RF(311), 802.11a/b MAC(312), 및

LLC(313)이 쌓여 올라가고, 오른쪽 최하위 계층부터 RF(321), 베이스밴드(322), HCI(323), L2CAP(324), 및

BNEP(325)이 쌓여 올라가고, 다시 LLC(313) 및 BNEP(325) 위에 변환 계층(33), IP(34), TCP/UDP(35), 및 소켓(36)이

쌓여 올라가며 계층적으로 구성된다.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프로토콜 스택은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과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에서 서로 공통되는 상위 계층

각각을 하나의 계층으로 통합하고, 이것을 단일 계층으로 명명한다. 즉, 단일 계층은 하단부터 IP(34), TCP/UDP(35), 및

소켓(36)이 차례로 적재된다.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프로토콜 스택은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과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에서 서로 다른 하위 계층 각각

을 별개의 계층(왼쪽 가지 계층은 무선 프로토콜 스택의 하위 계층들, 오른쪽 가지 계층은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의 하위

계층들)으로 분리하고, 이것을 이중 계층으로 명명한다. 즉, 이중 계층은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 측과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 측으로 분리되고,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 측은 하단부터 RF(311), 802.11a/b MAC(312), 및 LLC(313)가 차례로 적

재되고,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 측은 하단부터 RF(31), 베이스밴드(322), HCI(323), L2CAP(324), 및 BNEP(325)가 차

례로 적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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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프로토콜 스택은 단일 계층과 이중 계층 사이에 무선 랜 패킷 포맷과 블루투스 패킷 포맷을 상호 변

환하는 역할을 하는 계층을 삽입하고, 이것을 변환 계층으로 명명한다. 무선 랜 단말과 블루투스 단말간에 통신이 이루어

질 수 없는 가장 주된 요인은 무선 랜 표준과 블루투스 표준에서 정한 패킷의 포맷이 달라 어느 한 쪽의 패킷이 다른 쪽에

수신된다 하더라도 인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처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변환 계층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하여 무선 랜 표준에 따른 패킷 포맷을 블루투스 표준에 따른 패킷 포맷으로 변환하거나, 블루투스 표준에 따른 패

킷 포맷을 블루투스 표준에 따른 패킷 포맷으로 변환한다. 이하, 무선 랜 표준에 따른 패킷 포맷을 간단히 무선 랜 패킷 포

맷이라 표기하고, 블루투스 표준에 따른 패킷 포맷을 간단히 블루투스 패킷 포맷이라 표기한다.

도 4는 IEEE 802.11 표준에 따른 프레임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4를 참조하면, IEEE 802.11 표준에 따른 프레임은 프레임 제어 필드, 듀레이션/ID 필드, 주소 1 필드, 주소 2 필드, 주

소 3 필드, 시퀀스 제어 필드, DSAP(Destination Service Access Point) 필드, SSAP(Source Service Access Point) 필

드, 제어 필드, 조직(Organization) 코드 필드, 이더 타입(ether type) 필드, 프레임 바디(flame body) 필드, 및

FCS(Frame Check Sequence) 필드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프레임 제어 필드, 듀레이션/ID 필드, 주소 1 필드, 주소 2 필

드, 주소 3 필드, 및 시퀀스 제어 필드는 MAC 헤더 관련 필드이다. 여기에서, 주소 1 필드에는 목적지 주소가 기록되고, 주

소 2 필드에는 발신지 주소가 기록된다. DSAP(Destination Service Access Point) 필드, SSAP(Source Service Access

Point) 필드, 및 제어 필드는 LLC 관련 필드이고, 조직 코드 필드 및 이더 타입 필드는 SNAP(SubNetwork Access

Protocol) 관련 필드이다. 여기에서, 이더 타입 필드에는 이더넷 패킷의 타입이 기록된다. 프레임 바디 필드에는 사용자가

전송하고자 하는 실질적 데이터가 기록되고, FCS 필드는 CRC(Cyclic Redundancy Checking)를 실행하여, 자신을 제외

한 모든 필드의 오류를 검사하기 위한 필드이다.

도 5는 블루투스 표준에 따른 패킷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블루투스 표준에 따른 패킷은 BNEP 타입 필드, 확장(extension) 필드, 목적지 주소 필드, 발신지 주소

필드, 네트워킹 프로토콜 타입 필드, 및 페이로드 필드로 구성되며, 페이로드 필드 앞에 확장 헤더 필드가 추가될 수 있다.

BNEP 타입 필드는 BNEP 헤더의 타입이 기록되고, 확장 필드에는 페이로드 필드 앞에 하나 이상의 확장 헤더 필드가 올

것인지가 기록되고, 목적지 주소 필드에는 목적지 주소가 기록되고, 발신지 주소 필드에는 발신지 주소가 기록되고, 네트

워킹 프로토콜 타입 필드에는 네트워킹 프로토콜의 타입이 기록되고, 페이로드 필드에는 사용자가 전송하고자 하는 실질

적 데이터가 기록된다. 블루투스 표준에 의하면, 네트워킹 프로토콜 타입 필드에는 이더넷 패킷의 타입과 일치하는 값이

기록된다.

변환 계층은 블루투스 패킷 포맷에 따른 발신지 주소 필드와 무선 랜 패킷 포맷에 따른 발신지 주소 필드(도시된 주소 2 필

드)를 상호 변환하고, 블루투스 패킷 포맷에 따른 목적지 주소 필드와 무선 랜 패킷 포맷에 따른 목적지 주소 필드(도시된

주소 1 필드)를 상호 변환하고, 블루투스 패킷 포맷에 따른 네트워킹 프로토콜 타입 필드와 무선 랜 패킷 포맷에 따른 이더

타입 필드를 상호 변환하고, 블루투스 패킷 포맷에 따른 페이로드 필드와 무선 랜 패킷 포맷에 따른 프레임 바디 필드를 상

호 변환한다. 상호 변환의 대상이 되는 각 필드는 발신지 주소, 목적지 주소, 포맷 타입, 데이터와 같은 실질적 정보가 기록

되어 있는 필드이다. 이러한 필드의 형식만을 변환해주면, 이종 단말간이라도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지로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전송되게 된다. 기타 다른 필드는 형식적 정보가 기록된 필드로서,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생성하거나, 필요 없

는 경우 폐기하면 된다.

무선 랜 신호를 수신한 경우, 무선 랜 신호를 블루투스 신호로 변환해주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무선 랜 신호가 무선 랜/블

루투스 혼합 프로토콜 스택의 왼쪽 가지 최하위 계층인 RF(311)에 부합되면, 이 계층을 통과하게 된다.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 측의 RF(311)는 802.11a의 경우 5GHz 대역을 사용하고, 802.11b의 경우 2.4GHz 대역을 사용하고, 802.11에서 전

통적으로 사용하는 변조 방식은 PSK(Phase Shift Keying)이므로, 이러한 주파수 대역과 변조 방식을 사용하는 무선 랜 신

호는 RF(311)을 통과하게 된다. RF(311)을 통과한 무선 랜 신호는 802.11a/b MAC(312) 에 도달하게 된다. 이때, 무선

랜 신호가 802.11a/b MAC(312)에 부합되면, 이 계층을 통과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무선 랜 신호에 실린 MAC 주소와 이

무선 랜 신호를 수신한 단말의 MAC 주소가 일치할 때, 이 계층을 통과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일치하는 MAC 주소를 가진

단말로 수신한 무선 랜 신호를 전송하게 된다.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프로토콜 스택이 탑재된 단말(이하, 간단히 무선 랜/

블루투스 혼합 단말로 표기하기로 한다)에서는 무선 랜 신호의 형식을 블루투스 신호의 형식으로 변환해 주어야하기 때문

에 MAC 주소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변환 계층(33)까지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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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11a/b MAC(312)을 통과한 무선 랜 신호는 LLC(313)에 도달하게 된다. 이때, 무선 랜 신호가 LLC(313)에 부합되면,

이 계층을 통과하게 된다. LLC(313)을 통과한 무선 랜 신호는 변환 계층(33)에 도달하게 된다. 무선 랜 신호의 목적지가

바로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프로토콜 스택이 탑재된 단말(이하, 간단히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단말로 표기하기로 한다)

인 경우에는 변환 계층을 통과하고, 상위 계층으로 전달되어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무선 랜 신호에 실린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무선 랜 신호의 목적지가 다른 블루투스 단말인 경우에는 변환 계층에서 발신지 주소, 목적지 주소,

데이터 등 중요 정보가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이종 단말로 전송될 수 있도록 패킷의 포맷을 변환하게 된다. 블루투스 패킷

포맷으로 변환된 무선 랜 신호(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변환 전에는 무선 랜 신호이나, 현재는 블루투스 신호이다)는

BNEP(325), L2CAP(324), HCI(323), 베이스밴드(322), 및 RF(321)를 통과하여 완벽한 블루투스 신호가 되어 목적지 블

루투스 단말로 전송되게 된다. 결국은 무선 랜 단말이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단말을 경유하여 무선 랜 단말로 연결되어 통

신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게 된다.

블루투스 신호를 수신한 경우, 블루투스 신호를 무선 랜 신호로 변환해주는 과정은 상기 과정의 역에 해당하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애드-혹 망 구축 장치의 구성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애드-혹 망 구축 장치(5)는 제 1 접속부(51), 제 2 접속부(52), 제 1 이종 단말간 통신부(53), 및 제 2 이

종 단말간 통신부(54)로 구성된다. 애드-혹 망 구축 장치(5)는 이종 혼합 단말(5) 내에 탑재되게 된다.

우선, 제 1 프로토콜이 탑재된 제 1 단말(1)로부터 송신된 제 1 데이터 패킷이 이종 혼합 단말(5) 또는 이종의 프로토콜 스

택인 제 2 프로토콜 스택이 탑재된 제 2 단말(3)로 전송되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 1 접속부(51)는 이종 프로토콜 스택들에서 서로 공통되는 상위 계층 각각을 하나의 계층으로 통합한 단일 계층, 서로 다

른 하위 계층 각각을 별개의 계층으로 분리한 이중 계층, 및 단일 계층과 이중 계층 사이에서 이종 프로토콜 스택들의 패킷

포맷을 상호 변환하는 변환 계층을 포함하는 이종 혼합 프로토콜 스택이 탑재된 이종 혼합 단말(5)과 이종의 프로토콜 스

택들 중 제 1 프로토콜 스택이 탑재된 제 1 단말(1)을 접속한다. 여기에서, 이종 혼합 프로토콜 스택은 도 3에 도시된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프로토콜 스택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즉, 이종 혼합 프로토콜 스택은 무선 랜, 블루투스 이외의

이종의 통신 프로토콜 스택들이 혼합된 프로토콜 스택이 될 수도 있다.

제 2 접속부(52)는 이종 혼합 단말(5)과 이종의 프로토콜 스택들 중 제 2 프로토콜 스택이 탑재된 제 2 단말(3)을 접속한

다. 제 1 단말(1)과 제 2 단말(3)은 각각 이종의 프로토콜 스택을 사용하여 통신한다. 즉, 제 1 단말(1)과 제 2 단말(3)은 서

로 다른 통신 방식을 사용하여 통신하므로, 제 1 단말(1)과 제 2 단말(3)끼리 직접 통신을 할 수 없다.

제 1 이종 단말간 통신부(53)는 접속된 제 1 단말(1)로부터 제 1 데이터 패킷을 수신하고, 제 1 데이터 패킷에 포함된 목적

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주소가 이종 혼합 단말의 주소가 아닌 경우, 즉 제 1 데이터 패킷의 목적지가 이종 혼합 단말(5)이

아닌 경우에는 변환 계층 내에서 제 1 데이터 패킷의 제 1 프로토콜 스택 패킷 포맷을 제 2 프로토콜 스택 패킷 포맷으로

변환하고, 제 2 프로토콜 스택 패킷 포맷으로 변환된 제 1 데이터 패킷을 접속된 제 2 단말(3)로 전송한다. 만일, 제 1 데이

터 패킷에 포함된 목적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주소가 이종 혼합 단말의 주소인 경우, 즉 제 1 데이터 패킷의 목적지가 이종

혼합 단말(5)인 경우에는 제 1 데이터 패킷을 이종 혼합 프로토콜 스택의 단일 계층으로 전달한다. 이종 혼합 단말(5)은 단

지 이종 단말들을 중계해주는 역할을 넘어서, 자체적으로 주소를 보유하고 있는 독립된 단말이다. 따라서, 제 1 데이터 패

킷의 목적지가 이종 혼합 단말(5)인 경우에는 수신된 데이터 패킷을 최상위 계층까지 전달하여 용도에 맞게 처리될 수 있

도록 한다. 제 1 데이터 패킷의 목적지가 이종 혼합 단말(5)이 아닌 경우에는 변환 계층 내에서 제 1 데이터 패킷의 제 1 프

로토콜 스택 패킷 포맷을 제 2 프로토콜 스택 패킷 포맷으로 변환하고, 제 2 프로토콜 스택 패킷 포맷으로 변환된 제 1 데

이터 패킷을 접속된 제 2 단말(3)로 전송한다. 여기에서, 제 1 프로토콜 스택 패킷 포맷은 제 1 프로토콜 스택에 부합되는

패킷 포맷을 의미하고, 제 2 프로토콜 스택 패킷 포맷은 제 2 프로토콜 스택에 부합되는 패킷 포맷을 의미한다. 이종의 프

로토콜 스택은 이종의 패킷 포맷을 사용하므로, 이종 단말간 통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적합한 포맷으로 변환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제 2 프로토콜이 탑재된 제 4 단말(4)로부터 송신된 제 1 데이터 패킷이 이종 혼합 단말(5) 또는 이종의 프로토

콜 스택인 제 1 프로토콜 스택이 탑재된 제 3 단말(2)로 전송되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 1 접속부(51)는 이종 혼합 단말(5)과 제 1 프로토콜 스택이 탑재된 제 3 단말(2)을 접속한다. 제 2 접속부(52)는 이종

혼합 단말(5)과 제 2 프로토콜 스택이 탑재된 제 4 단말(4)을 접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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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이종 단말간 통신부(54)는 접속된 제 4 단말(4)로부터 제 2 데이터 패킷을 수신하고, 제 2 데이터 패킷에 포함된 목적

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주소가 이종 혼합 단말(5)의 주소가 아닌 경우, 즉 제 2 데이터 패킷의 목적지가 이종 혼합 단말(5)

이 아닌 경우에는 변환 계층 내에서 제 2 데이터 패킷의 제 2 프로토콜 스택 패킷 포맷을 제 1 프로토콜 스택 패킷 포맷으

로 변환하고, 제 1 프로토콜 스택 패킷 포맷으로 변환된 데이터 패킷을 접속된 제 3 단말(2)로 전송한다. 만일, 제 2 데이터

패킷에 포함된 목적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주소가 이종 혼합 단말(5)의 주소인 경우, 즉, 제 2 데이터 패킷의 목적지가 이

종 혼합 단말(5)인 경우에는 제 2 데이터 패킷을 이종 혼합 프로토콜 스택의 단일 계층으로 전달한다.

일반적으로, 현재 주로 사용되는 통신 방식을 고려하면, 제 1 프로토콜 스택은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이고, 제 2 프로토콜

스택은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이 될 것이고, 제 1 단말(1) 및 제 3 단말(2)은 무선 랜 단말이고, 제 2 단말(3) 및 제 4 단말

(4)은 블루투스 단말이 될 것이고, 이종 혼합 단말은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단말이 될 것이다. 이때, 제 1 접속부(51)는

IEEE 802.11 표준의 스캐닝(scanning) 과정, 인증(authorization) 과정, 및 결합(association) 과정에 따라 무선 랜/블루

투스 혼합 단말(5)과 제 1 단말(1) 및 제 3 단말(2)을 접속한다. 무선 랜 단말(IEEE 802.11 표준에서는 스테이션이라고 표

기한다)이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단말에 접속하길 원할 때, 무선 랜 단말은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단말로부터 동기화 정

보 등을 포함한 접속 정보를 얻을 필요가 있다.

IEEE 802.11 표준에 따르면,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무선 랜 단말과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단말은 접속할 수 있다.

첫째, 수동적 스캐닝(passive scanning) 방식으로서,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단말은 애드-혹 망을 구축하기 위해,

IBSS(Independent Basic Service Set) 모드로 설정하고, 동기화 정보 등 접속 정보가 포함된 비컨 프레임을 주기적으로

송신한다. 무선 랜 단말은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단말로부터 주기적으로 송신된 비컨(beacon) 프레임을 수신하기 위해

대기한다. 무선 랜 단말이 비컨 프레임을 수신하면, 비컨 프레임에 포함된 접속 정보를 이용하여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단

말에 접속한다. 둘째, 능동적 스캐닝(active scanning) 방식으로서, 무선 랜 단말은 프로브 요청(probe request) 프레임을

전송하는 것에 의하여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단말과의 접속을 시도한다.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단말은 프로브 요청 프레

임을 수신하면, 동기화 정보 등 접속 정보가 포함된 프로브 응답 프레임을 송신하고, 무선 랜 단말이 프로브 응답 프레임을

수신하면, 프로브 응답 프레임에 포함된 접속 정보를 이용하여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단말에 접속한다. 기타, 인증 과정

및 결합 과정을 거쳐, 무선 랜 단말과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단말은 데이터 패킷을 송수신할 수 있게 된다.

제 2 접속부(52)는 블루투스 표준의 PAN(Personal Area Network) 프로파일(profile) 과정에 따라 무선 랜/블루투스 혼

합 단말(5)과 제 2 단말(3) 및 제 4 단말(4)을 접속한다. 프로파일은 단말 내의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을 사용하는 규칙을

말하며, PAN 프로파일은 IP 트래픽(traffic)에 관한 규칙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것을 사용하여 애드-혹 망을 구축할 수 있

다. 블루투스 표준에 따르면, 블루투스 단말 중 어느 하나가 주도적으로 접속을 시도한다. 접속이 된 경우, 접속을 주도한

단말은 마스터가 되고, 수동적으로 접속된 단말은 슬레이브가 된다. 이때, 블루투스 단말이 다른 블루투스 단말의 주소를

미리 알고 있는 경우라면 페이지(page) 메시지를 전송하여 접속을 시도하고, 주소가 알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조회

(inquiry) 메시지(엄밀하게는 베이스밴드 조회 메시지)를 전송하여 접속을 시도한다. 이러한 메시지를 이용하여 주변에 블

루투스 단말이 확인하고, 블루투스 단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 블루투스 단말이 PAN 프로파일을 제공하는 지를

SDP를 이용하여 확인한다.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단말은 PAN 프로파일을 제공하므로, PAN 프로파일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L2CAP 채널을 초기화하고, BNEP 커맨드(command)를 주고받아 BNEP에 접속을 하게 된다. 상기와 같은 과정을 거

쳐 일단 접속이 되고 난 후,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단말이 블루투스 단말로부터 데이터 패킷을 수신하려면, 데이터 패킷을

송신하는 블루투스 단말이 마스터, 데이터 패킷을 수신하는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단말이 슬레이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마스터/슬레이브 스위칭(switching)을 하여야 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무선 랜-블루투스 통신 장치의 구성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무선 랜-블루투스 통신 장치는 무선 랜 최하위 계층 데이터 패킷 수신부(71), 무선 랜 최하위 계층-변환

계층 전달부(72), 무선 랜-블루투스 패킷 포맷 변환부(73), 변환 계층-블루투스 최하위 계층 전달부(74), 블루투스 최하위

계층 데이터 패킷 전송부(75), 및 변환 계층-IP 계층 전달부(76)로 구성된다. 무선 랜-블루투스 통신 장치는 무선 랜 방식

의 데이터 패킷을 수신하여, 자신이 처리하거나, 블루투스 방식의 데이터 패킷으로 변환하여, 블루투스 단말로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무선 랜 최하위 계층 데이터 패킷 수신부(71)는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과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에서 서로 공통되는 상위

계층 각각을 하나의 계층으로 통합한 단일 계층, 서로 다른 하위 계층 각각을 별개의 계층으로 분리한 이중 계층, 및 단일

계층과 이중 계층 사이에서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에 부합되는 패킷 포맷(이하, 무선 랜 패킷 포맷으로 표기한다)과 블루투

스 프로토콜 스택에 부합되는 패킷 포맷(이하, 블루투스 패킷 포맷으로 표기한다)을 상호 변환하는 변환 계층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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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프로토콜 스택의 이중 계층 중에서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 측의 최하위 계층을 입력단으로 하여 데

이터 패킷을 수신한다. 즉, 무선 랜 단말로부터 송신된 데이터 패킷을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 측의 RF 계층을 입력단으로

하여 데이터 패킷을 수신한다.

무선 랜 최하위 계층-변환 계층 전달부(72)는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 측의 최하위 계층을 입력단으로 하여 수신된 데이터

패킷을 변환 계층으로 전달한다. 변환 계층 내에서 데이터 패킷을 상위 계층으로 전달할 것인지, 패킷 포맷을 변환하여 외

부 블루투스 단말로 전송할 것인지가 결정되므로, 수신된 데이터 패킷은 LLC 계층 등 중간에 경유하여할 계층에 부합되

면, 일단 모두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다. 즉,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 측의 RF 계층을 입력단으로 하여 수신된 데이터 패킷은

802.11a/b MAC 계층, 및 LLC 계층을 경유하여 변환 계층에 도달하게 된다.

무선 랜-블루투스 패킷 포맷 변환부(73)는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에 포함된 목적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MAC

주소가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프로토콜 스택이 탑재된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단말의 MAC 주소가 아닌 경우, 즉 데이터

패킷의 목적지가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단말이 아닌 경우에는 변환 계층 내에서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의 무

선 랜 패킷 포맷을 블루투스 패킷 포맷으로 변환한다. 본 발명의 경우, 소프트웨어적인 주소인 IP 주소가 아닌 하드웨어적

인 주소인 MAC 주소를 사용하여, 목적지를 판별하기 때문에 OSI 참조 모델 네트워크 계층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고, 하드

웨어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처리 속도가 향상되고, 시스템의 부하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패킷 포맷 변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4 및 도 5를 참조하면,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의 무선

랜 패킷 포맷에 따른 발신지 주소 필드(도 4에 도시된 주소 2 필드)를 블루투스 패킷 포맷에 따른 발신지 주소 필드로 변환

하고,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의 무선 랜 패킷 포맷에 따른 목적지 주소 필드(도 4에 도시된 주소 1 필드)를 블

루투스 패킷 포맷에 따른 목적지 주소 필드로 변환하고,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의 무선 랜 패킷 포맷에 따른 이

더 타입 필드를 블루투스 패킷 포맷에 따른 네트워킹 프로토콜 타입 필드로 변환하고,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

의 무선 랜 패킷 포맷에 따른 프레임 바디 필드를 블루투스 패킷 포맷에 따른 페이로드 필드로 변환한다.

변환 계층-블루투스 최하위 계층 전달부(74)는 변환 계층 내에서 블루투스 패킷 포맷으로 변환된 데이터 패킷을 무선 랜/

블루투스 혼합 프로토콜 스택의 이중 계층 중에서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 측의 최하위 계층으로 전달한다. 즉, 변환 계층

내에서 블루투스 패킷 포맷으로 변환된 데이터 패킷은 BNEP 계층, L2CAP 계층, HCI 계층, 베이스밴드 계층을 경유하여

RF 계층에 도달하게 된다.

블루투스 최하위 계층 데이터 패킷 전송부(75)는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 측의 최하위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을 블

루투스 프로토콜 스택 측의 최하위 계층을 출력단으로 하여 전송한다. 즉, 2.4GHz 대역, 주파수 호핑 방식, G-FSK 방식,

TDD 방식을 사용하는 블루투스 신호를 외부로 전송하게 된다.

변환 계층-IP 계층 전달부(76)는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에 포함된 목적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MAC 주소가 무

선 랜/블루투스 혼합 단말의 MAC 주소인 경우, 즉 데이터 패킷의 목적지가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단말인 경우에는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프로토콜 스택의 단일 계층의 최하위 계층인 IP 계층으로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을 전달한

다. IP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은 TCP/UDP 계층, 소켓 계층을 경유하여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도달하게 되고, 용도

에 맞게 처리된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블루투스-무선 랜 통신 장치의 구성도이다.

도 8을 참조하면, 블루투스-무선 랜 통신 장치는 블루투스 최하위 계층 데이터 패킷 수신부(81), 블루투스 최하위 계층-변

환 계층 전달부(82), 블루투스-무선 랜 패킷 포맷 변환부(83), 변환 계층-무선 랜 최하위 계층 전달부(84), 무선 랜 최하위

계층 데이터 패킷 전송부(85), 및 변환 계층-IP 계층 전달부(86)로 구성된다. 블루투스-무선 랜 통신 장치는 블루투스 방

식의 데이터 패킷을 수신하여, 자신이 처리하거나, 무선 랜 방식의 데이터 패킷으로 변환하여, 무선 랜 단말로 전송하는 역

할을 한다.

블루투스 최하위 계층 데이터 패킷 수신부(81)는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과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에서 서로 공통되는 상

위 계층 각각을 하나의 계층으로 통합한 단일 계층, 서로 다른 하위 계층 각각을 별개의 계층으로 분리한 이중 계층, 및 단

일 계층과 이중 계층 사이에서 무선 랜 패킷 포맷과 블루투스 패킷 포맷을 상호 변환하는 변환 계층을 포함하는 무선 랜/블

루투스 혼합 프로토콜 스택의 이중 계층 중에서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 측의 최하위 계층을 입력단으로 하여 데이터 패킷

을 수신한다. 즉, 블루투스 단말로부터 송신된 데이터 패킷을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 측의 RF 계층을 입력단으로 하여 데

이터 패킷을 수신한다.

등록특허 10-0547133

- 9 -



블루투스 최하위 계층-변환 계층 전달부(82)는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 측의 최하위 계층을 입력단으로 하여 수신된 데이

터 패킷을 변환 계층으로 전달한다. 변환 계층 내에서 데이터 패킷을 상위 계층으로 전달할 것인지, 패킷 포맷을 변환하여

외부 무선 랜 단말로 전송할 것인지가 결정되므로, 수신된 데이터 패킷은 BNEP 계층 등 중간에 경유하여할 계층에 부합되

면, 일단 모두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다. 즉,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 측의 RF 계층을 입력단으로 하여 수신된 데이터 패킷은

베이스밴드 계층, HCI 계층, L2CAP 계층, BNEP 계층을 경유하여 변환 계층에 도달하게 된다.

블루투스-무선 랜 패킷 포맷 변환부(83)는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에 포함된 목적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MAC

주소가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프로토콜 스택이 탑재된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단말의 MAC 주소가 아닌 경우, 즉 데이터

패킷의 목적지가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단말이 아닌 경우에는 변환 계층 내에서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의 블

루투스 패킷 포맷을 무선 랜 패킷 포맷으로 변환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적인 주소인 IP 주소가 아닌 하드웨어

적인 주소인 MAC 주소를 사용하여, 목적지를 판별하기 때문에 OSI 참조 모델 네트워크 계층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고, 하

드웨어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처리 속도가 향상되고, 시스템의 부하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패킷 포맷 변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4 및 도 5를 참조하면,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의 블루

투스 패킷 포맷에 따른 발신지 주소 필드를 무선 랜 패킷 포맷에 따른 발신지 주소 필드(도 4에 도시된 주소 2 필드)로 변

환하고,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의 블루투스 패킷 포맷에 따른 목적지 주소 필드를 무선 랜 패킷 포맷에 따른 목

적지 주소 필드(도 4에 도시된 주소 1 필드)로 변환하고,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의 블루투스 패킷 포맷에 따른

네트워킹 프로토콜 타입 필드를 무선 랜 패킷 포맷에 따른 이더 타입 필드로 변환하고,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

의 블루투스 패킷 포맷에 따른 페이로드 필드를 무선 랜 패킷 포맷에 따른 프레임 바디 필드로 변환한다.

변환 계층-무선 랜 최하위 계층 전달부(84)는 변환 계층 내에서 무선 랜 패킷 포맷으로 변환된 데이터 패킷을 무선 랜/블

루투스 혼합 프로토콜 스택의 이중 계층 중에서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 측의 최하위 계층으로 전달한다. 즉, 변환 계층 내

에서 무선 랜 패킷 포맷으로 변환된 데이터 패킷은 LLC 계층, 802.11a/b MAC 계층을 경유하여 RF 계층에 도달하게 된

다.

무선 랜 최하위 계층 데이터 패킷 전송부(85)는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 측의 최하위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을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 측의 최하위 계층을 출력단으로 하여 전송한다. 즉, 2.4GHz 대역, BPSK(Binary Phase Shift Keying),

QPSK(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16-QAM(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64-QAM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을 사용하는 무선 랜 신호를 외부로 전송하게 된다.

변환 계층-IP 계층 전달부(86)는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에 포함된 목적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MAC 주소가 무

선 랜/블루투스 혼합 단말의 MAC 주소인 경우,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프로토콜 스택의 단일 계층의 최하위 계층인 IP 계

층으로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을 전달한다. IP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은 TCP/UDP 계층, 소켓 계층을

경유하여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도달하게 되고, 용도에 맞게 처리된다.

도 9는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단말의 구현 모델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9를 참조하면,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단말의 구현 모델은 무선 랜 모듈(91), 블루투스 모듈(92),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프로토콜 스택(93), 중앙 처리 장치(CPU, Central Processing Unit, 94), 입출력 장치(95), 및 메모리(96)로 구성된다.

무선 랜 모듈(91)에는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단말이 무선 랜 단말로 동작될 수 있도록 하는 요소가 내장되고, 블루투스 모

듈(92)에는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단말이 블루투스 단말로 동작될 수 있도록 하는 요소가 내장된다. 무선 랜/블루투스 혼

합 프로토콜 스택(93)에는 도 3에 도시된 프로토콜 스택이 저장된다. 중앙 처리 장치(94)는 무선 랜 모듈(91) 및 블루투스

모듈(92)을 제어하고, 수신된 데이터 패킷을 처리한다. 입출력 장치(95)는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아 중앙 처리 장

치(94)에게 전달하거나, 데이터 패킷에 사용자에게 출력될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것을 중앙 처리 장치(94)로부

터 전송받아 사용자에게 출력한다. 메모리(96)는 보존이 필요한 데이터를 중앙 처리 장치(94)로부터 전송받아 저장한다.

상기와 같은 각 요소들의 유기적 동작을 통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애드-혹 망 구축 장치, 무선 랜-블루투스 통신

장치, 블루투스-무선 랜 통신 장치가 구현된다.

도 10a 및 도 10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애드-혹 망 구성 방법의 구성도이다.

도 10a 및 도10b를 참조하면, 애드-혹 망 구성 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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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 1 프로토콜이 탑재된 제 1 단말로부터 송신된 제 1 데이터 패킷이 이종 혼합 단말 또는 이종의 프로토콜 스택인

제 2 프로토콜 스택이 탑재된 제 2 단말로 전송되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종 프로토콜 스택들에서 서로 공통되는 상위 계층 각각을 하나의 계층으로 통합한 단일 계층, 서로 다른 하위 계층 각각

을 별개의 계층으로 분리한 이중 계층, 및 단일 계층과 이중 계층 사이에서 이종 프로토콜 스택들의 패킷 포맷을 상호 변환

하는 변환 계층을 포함하는 이종 혼합 프로토콜 스택이 탑재된 이종 혼합 단말과 이종의 프로토콜 스택들 중 제 1 프로토

콜 스택이 탑재된 제 1 단말을 접속한다(101). 또한, 이종 혼합 단말과 이종의 프로토콜 스택들 중 제 2 프로토콜 스택이

탑재된 제 2 단말을 접속한다(102). 이어서, 접속된 제 1 단말로부터 제 1 데이터 패킷을 수신한다(103). 만일, 제 1 데이

터 패킷에 포함된 목적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주소가 이종 혼합 단말의 주소가 아닌 경우라면(104), 이어서 변환 계층 내에

서 제 1 데이터 패킷의 제 1 프로토콜 스택 패킷 포맷을 제 2 프로토콜 스택 패킷 포맷으로 변환하고, 제 2 프로토콜 스택

패킷 포맷으로 변환된 제 1 데이터 패킷을 접속된 제 2 단말로 전송한다(105). 만일, 제 1 데이터 패킷에 포함된 목적지 주

소 필드에 기록된 주소가 이종 혼합 단말의 주소인 경우라면(104), 제 1 데이터 패킷을 이종 혼합 프로토콜 스택의 단일 계

층으로 전달한다(106).

다음으로, 제 2 프로토콜이 탑재된 제 4 단말로부터 송신된 제 1 데이터 패킷이 이종 혼합 단말 또는 이종의 프로토콜 스택

인 제 1 프로토콜 스택이 탑재된 제 3 단말로 전송되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종 혼합 단말과 제 1 프로토콜 스택이 탑재된 제 3 단말을 접속한다(107). 또한, 이종 혼합 단말과 제 2 프로토콜 스택이

탑재된 제 4 단말을 접속한다(108). 이어서, 접속된 제 4 단말로부터 제 2 데이터 패킷을 수신한다(109). 만일, 제 2 데이

터 패킷에 포함된 목적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주소가 이종 혼합 단말의 주소가 아닌 경우라면(1010), 이어서 변환 계층 내

에서 제 2 데이터 패킷의 제 2 프로토콜 스택 패킷 포맷을 제 1 프로토콜 스택 패킷 포맷으로 변환하고, 제 1 프로토콜 스

택 패킷 포맷으로 변환된 제 2 데이터 패킷을 접속된 제 3 단말로 전송한다(1011). 만일, 제 2 데이터 패킷에 포함된 목적

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주소가 이종 혼합 단말의 주소인 경우라면(1010), 이어서 제 2 데이터 패킷을 이종 혼합 프로토콜

스택의 단일 계층으로 전달한다(1012).

여기에서, 제 1 프로토콜 스택은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이고, 제 2 프로토콜 스택은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이고, 제 1 단

말 및 제 3 단말은 무선 랜 단말이고, 제 2 단말 및 제 4 단말은 블루투스 단말이고, 이종 혼합 단말은 무선 랜/블루투스 혼

합 단말인 경우, 101 단계는 IEEE 802.11 표준의 스캐닝 과정, 인증 과정, 및 결합 과정에 따라 이종 혼합 단말과 제 1 단

말을 접속하고, 102 단계는 블루투스 표준의 PAN 프로파일 과정에 따라 이종 혼합 단말과 제 2 단말을 접속하고, 107 단

계는 IEEE 802.11 표준의 스캐닝 과정, 인증 과정, 및 결합 과정에 따라 이종 혼합 단말과 제 3 단말을 접속하고, 108 단계

는 블루투스 표준의 PAN 프로파일 과정에 따라 이종 혼합 단말과 제 4 단말을 접속한다.

도 1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무선 랜-블루투스 통신 방법의 흐름도이다.

도 11을 참조하면, 무선 랜-블루투스 통신 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된다.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과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에서 서로 공통되는 상위 계층 각각을 하나의 계층으로 통합한 단일 계

층, 서로 다른 하위 계층 각각을 별개의 계층으로 분리한 이중 계층, 및 단일 계층과 이중 계층 사이에서 무선 랜 패킷 포맷

과 블루투스 패킷 포맷을 상호 변환하는 변환 계층을 포함하는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프로토콜 스택의 이중 계층 중에서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 측의 최하위 계층을 입력단으로 하여 데이터 패킷을 수신한다(111). 이어서,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

측의 최하위 계층을 입력단으로 하여 수신된 데이터 패킷을 변환 계층으로 전달한다(112). 만일,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

이터 패킷에 포함된 목적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MAC 주소가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프로토콜 스택이 탑재된 무선 랜/블루

투스 혼합 단말의 MAC 주소가 아닌 경우라면(113), 변환 계층 내에서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의 무선 랜 패킷

포맷을 블루투스 패킷 포맷으로 변환한다(114). 이때,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의 무선 랜 패킷 포맷에 따른 발신

지 주소 필드를 블루투스 패킷 포맷에 따른 발신지 주소 필드로 변환하고,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의 무선 랜 패

킷 포맷에 따른 목적지 주소 필드를 블루투스 패킷 포맷에 따른 목적지 주소 필드로 변환하고,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

터 패킷의 무선 랜 패킷 포맷에 따른 이더 타입 필드를 블루투스 패킷 포맷에 따른 네트워킹 프로토콜 타입 필드로 변환하

고,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의 무선 랜 패킷 포맷에 따른 프레임 바디 필드를 블루투스 패킷 포맷에 따른 페이로

드 필드로 변환함으로서, 패킷 포맷을 변환한다. 이어서, 변환 계층 내에서 블루투스 패킷 포맷으로 변환된 데이터 패킷을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프로토콜 스택의 이중 계층 중에서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 측의 최하위 계층으로 전달한다(115).

이어서,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 측의 최하위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을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 측의 최하위 계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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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단으로 하여 전송한다(116). 만일,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에 포함된 목적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MAC 주소

가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단말의 MAC 주소인 경우라면(113),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을 무선 랜/블루투스 혼

합 프로토콜 스택의 단일 계층의 최하위 계층인 IP 계층으로 전달한다(117).

도 1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블루투스-무선 랜 통신 방법의 흐름도이다.

도 12를 참조하면, 블루투스-무선 랜 통신 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된다.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과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에서 서로 공통되는 상위 계층 각각을 하나의 계층으로 통합한 단일 계

층, 서로 다른 하위 계층 각각을 별개의 계층으로 분리한 이중 계층, 및 단일 계층과 이중 계층 사이에서 무선 랜 패킷 포맷

과 블루투스 패킷 포맷을 상호 변환하는 변환 계층을 포함하는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프로토콜 스택의 이중 계층 중에서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 측의 최하위 계층을 입력단으로 하여 데이터 패킷을 수신한다(121). 이어서,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 측의 최하위 계층을 입력단으로 하여 수신된 데이터 패킷을 변환 계층으로 전달한다(122). 만일, 변환 계층으로 전달

된 데이터 패킷에 포함된 목적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MAC 주소가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프로토콜 스택이 탑재된 무선 랜

/블루투스 혼합 단말의 MAC 주소가 아닌 경우라면(123), 이어서 변환 계층 내에서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의

블루투스 패킷 포맷을 무선 랜 패킷 포맷으로 변환한다(124). 이때,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의 블루투스 패킷 포

맷에 따른 발신지 주소 필드를 무선 랜 패킷 포맷에 따른 발신지 주소 필드로 변환하고,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

의 블루투스 패킷 포맷에 따른 목적지 주소 필드를 무선 랜 패킷 포맷에 따른 목적지 주소 필드로 변환하고,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의 블루투스 패킷 포맷에 따른 네트워킹 프로토콜 타입 필드를 무선 랜 패킷 포맷에 따른 이더 타입 필

드로 변환하고,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의 블루투스 패킷 포맷에 따른 페이로드 필드를 무선 랜 패킷 포맷에 따

른 프레임 바디 필드로 변환함으로서, 패킷 변환을 한다. 이어서, 변환 계층 내에서 무선 랜 패킷 포맷으로 변환된 데이터

패킷을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프로토콜 스택의 이중 계층 중에서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 측의 최하위 계층으로 전달한다

(125). 이어서,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 측의 최하위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을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 측의 최하위 계

층을 출력단으로 하여 전송한다(126). 만일,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에 포함된 목적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MAC

주소가 상기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단말의 MAC 주소인 경우라면(123),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을 무선 랜/블

루투스 혼합 프로토콜 스택의 단일 계층의 최하위 계층인 IP 계층으로 전달한다(127).

한편, 상술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컴퓨터에서 실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작성 가능하고,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를 이용하여 상기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 범용 디지털 컴퓨터에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상술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사용된 데이터의 구조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에 여러 수단을 통하여 기록

될 수 있다.

상기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는 마그네틱 저장 매체(예를 들면, 롬, 플로피 디스크, 하드디스크 등), 광학적 판독

매체(예를 들면, 시디롬, 디브이디 등) 및 캐리어 웨이브(예를 들면, 인터넷을 통한 전송)와 같은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제까지, 본 발명에 대하여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시된 실시예들은 한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설명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전술한 설명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으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차이점은 본 발명에 포함된 것으

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서로 통신이 불가능한 이종 단말을 중계해줌으로서, 이종 단말간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 이

것을 통하여 여러 대의 이종 단말들이 서로 자유롭게 통신할 수 있는 애드-혹 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구체적

으로는, 서로 통신이 불가능한 대표적 이종 단말인 무선 랜 단말과 블루투스 단말을 중계해줌으로서, 무선 랜 단말과 블루

투스 단말간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 이것을 통하여 여러 대의 무선 단말과 여러 대의 블루투스 단말들이 서로

자유롭게 통신할 수 있는 애드-혹 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적인 주소인 IP 주소가 아닌 하드

웨어적인 주소인 MAC 주소를 사용하여, 목적지를 판별하기 때문에 OSI 참조 모델 네트워크 계층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

고,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처리 속도가 향상되고, 시스템의 부하를 줄일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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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이종 프로토콜 스택들에서 서로 공통되는 상위 계층 각각을 하나의 계층으로 통합한 단일 계층, 서로 다른 하위 계층 각각

을 별개의 계층으로 분리한 이중 계층, 및 상기 단일 계층과 상기 이중 계층 사이에서 이종 프로토콜 스택들의 패킷 포맷을

상호 변환하는 변환 계층을 포함하는 이종 혼합 프로토콜 스택이 탑재된 이종 혼합 단말과 상기 이종의 프로토콜 스택들

중 제 1 프로토콜 스택이 탑재된 제 1 단말을 접속하는 제 1 접속부;

상기 이종 혼합 단말과 상기 이종의 프로토콜 스택들 중 제 2 프로토콜 스택이 탑재된 제 2 단말을 접속하는 제 2 접속부;

및

상기 접속된 제 1 단말로부터 제 1 데이터 패킷을 수신하고,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에 포함된 목적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주소가 이종 혼합 단말의 주소가 아닌 경우, 상기 변환 계층 내에서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의 상기 제 1 프로토콜 스택 패킷

포맷을 상기 제 2 프로토콜 스택 패킷 포맷으로 변환하고, 상기 제 2 프로토콜 스택 패킷 포맷으로 변환된 제 1 데이터 패

킷을 상기 접속된 제 2 단말로 전송하는 제 1 이종 단말간 통신부를 포함하고,

상기 이중 계층은 OSI 참조 모델 네트워크 계층의 하위 계층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드-혹 망 구축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이종 단말간 통신부는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에 포함된 목적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주소가 상

기 이종 혼합 단말의 주소인 경우,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을 상기 이종 혼합 프로토콜 스택의 단일 계층으로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드-혹 망 구축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접속부는 상기 이종 혼합 단말과 상기 제 1 프로토콜 스택이 탑재된 제 3 단말을 접속하고,

상기 제 2 접속부는 상기 이종 혼합 단말과 상기 제 2 프로토콜 스택이 탑재된 제 4 단말을 접속하고,

상기 접속된 제 4 단말로부터 제 2 데이터 패킷을 수신하고, 상기 제 2 데이터 패킷에 포함된 목적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주소가 상기 이종 혼합 단말의 주소가 아닌 경우, 상기 변환 계층 내에서 상기 제 2 데이터 패킷의 상기 제 2 프로토콜 스택

패킷 포맷을 상기 제 1 프로토콜 스택 패킷 포맷으로 변환하고, 상기 제 1 프로토콜 스택 패킷 포맷으로 변환된 데이터 패

킷을 상기 접속된 제 3 단말로 전송하는 제 2 이종 단말간 통신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드-혹 망 구축 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이종 단말간 통신부는 상기 제 2 데이터 패킷에 포함된 목적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주소가 상

기 이종 혼합 단말의 주소인 경우, 상기 제 2 데이터 패킷을 상기 이종 혼합 프로토콜 스택의 단일 계층으로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드-혹 망 구축 장치.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프로토콜 스택은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이고, 상기 제 2 프로토콜 스택은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이고, 상기 제 1 단말 및 상기 제 3 단말은 무선 랜 단말이고, 상기 제 2 단말 및 상기 제 4 단말은 블루투스 단말이고,

상기 이종 혼합 단말은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단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드-혹 망 구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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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접속부는 IEEE 802.11 표준의 스캐닝 과정, 인증 과정, 및 결합 과정에 따라 상기 이종 혼합 단말과 상기 제 1

단말 및 상기 제 3 단말을 접속하고,

상기 제 2 접속부는 블루투스 표준의 PAN 프로파일 과정에 따라 상기 이종 혼합 단말과 상기 제 2 단말 및 상기 제 4 단말

을 접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드-혹 망 구축 장치.

청구항 7.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과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에서 서로 공통되는 상위 계층 각각을 하나의 계층으로 통합한 단일 계

층, 서로 다른 하위 계층 각각을 별개의 계층으로 분리한 이중 계층, 및 상기 단일 계층과 상기 이중 계층 사이에서 무선 랜

패킷 포맷과 블루투스 패킷 포맷을 상호 변환하는 변환 계층을 포함하는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프로토콜 스택의 이중 계

층 중에서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 측의 최하위 계층을 입력단으로 하여 데이터 패킷을 수신하는 무선 랜 최하위 계층 데이

터 패킷 수신부;

상기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 측의 최하위 계층을 입력단으로 하여 수신된 데이터 패킷을 상기 변환 계층으로 전달하는 무

선 랜 최하위 계층-변환 계층 전달부; 및

상기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에 포함된 목적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MAC 주소가 상기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프

로토콜 스택이 탑재된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단말의 MAC 주소가 아닌 경우, 상기 변환 계층 내에서 상기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의 상기 무선 랜 패킷 포맷을 상기 블루투스 패킷 포맷으로 변환하는 무선 랜-블루투스 패킷 포맷 변환

부를 포함하고,

상기 이중 계층은 OSI 참조 모델 네트워크 계층의 하위 계층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랜-블루투스 통신 장

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랜-블루투스 패킷 포맷 변환부는 상기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의 상기 무선 랜 패

킷 포맷에 따른 발신지 주소 필드를 상기 블루투스 패킷 포맷에 따른 발신지 주소 필드로 변환하고, 상기 변환 계층으로 전

달된 데이터 패킷의 상기 무선 랜 패킷 포맷에 따른 목적지 주소 필드를 상기 블루투스 패킷 포맷에 따른 목적지 주소 필드

로 변환하고, 상기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의 상기 무선 랜 패킷 포맷에 따른 이더 타입 필드를 상기 블루투스

패킷 포맷에 따른 네트워킹 프로토콜 타입 필드로 변환하고, 상기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의 상기 무선 랜 패킷

포맷에 따른 프레임 바디 필드를 상기 블루투스 패킷 포맷에 따른 페이로드 필드로 변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랜-

블루투스 통신 장치.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변환 계층 내에서 상기 블루투스 패킷 포맷으로 변환된 데이터 패킷을 상기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프로토콜 스택의

이중 계층 중에서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 측의 최하위 계층으로 전달하는 변환 계층-블루투스 최하위 계층 전달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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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 측의 최하위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을 상기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 측의 최하위 계층

을 출력단으로 하여 전송하는 블루투스 최하위 계층 데이터 패킷 전송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랜-블루투

스 통신 장치.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에 포함된 목적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MAC 주소가 상기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단

말의 MAC 주소인 경우, 상기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프로토콜 스택의 단일 계층의 최하위 계층인 IP 계층으로 상기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을 전달하는 변환 계층-IP 계층 전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랜-블루투스 통

신 장치.

청구항 11.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과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에서 서로 공통되는 상위 계층 각각을 하나의 계층으로 통합한 단일 계

층, 서로 다른 하위 계층 각각을 별개의 계층으로 분리한 이중 계층, 및 상기 단일 계층과 상기 이중 계층 사이에서 무선 랜

패킷 포맷과 블루투스 패킷 포맷을 상호 변환하는 변환 계층을 포함하는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프로토콜 스택의 이중 계

층 중에서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 측의 최하위 계층을 입력단으로 하여 데이터 패킷을 수신하는 블루투스 최하위 계층 데

이터 패킷 수신부;

상기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 측의 최하위 계층을 입력단으로 하여 수신된 데이터 패킷을 상기 변환 계층으로 전달하는 블

루투스 최하위 계층-변환 계층 전달부; 및

상기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에 포함된 목적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MAC 주소가 상기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프

로토콜 스택이 탑재된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단말의 MAC 주소가 아닌 경우, 상기 변환 계층 내에서 상기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의 상기 블루투스 패킷 포맷을 상기 무선 랜 패킷 포맷으로 변환하는 블루투스-무선 랜 패킷 포맷 변환

부를 포함하고,

상기 이중 계층은 OSI 참조 모델 네트워크 계층의 하위 계층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루투스-무선 랜 통신 장

치.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블루투스-무선 랜 패킷 포맷 변환부는 상기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의 상기 블루투스

패킷 포맷에 따른 발신지 주소 필드를 상기 무선 랜 패킷 포맷에 따른 발신지 주소 필드로 변환하고, 상기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의 상기 블루투스 패킷 포맷에 따른 목적지 주소 필드를 상기 무선 랜 패킷 포맷에 따른 목적지 주소 필

드로 변환하고, 상기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의 상기 블루투스 패킷 포맷에 따른 네트워킹 프로토콜 타입 필드

를 상기 무선 랜 패킷 포맷에 따른 이더 타입 필드로 변환하고, 상기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의 상기 블루투스

패킷 포맷에 따른 페이로드 필드를 상기 무선 랜 패킷 포맷에 따른 프레임 바디 필드로 변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루

투스-무선 랜 통신 장치.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변환 계층 내에서 상기 무선 랜 패킷 포맷으로 변환된 데이터 패킷을 상기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프로토콜 스택의 이

중 계층 중에서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 측의 최하위 계층으로 전달하는 변환 계층-무선 랜 최하위 계층 전달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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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 측의 최하위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을 상기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 측의 최하위 계층을

출력단으로 하여 전송하는 무선 랜 최하위 계층 데이터 패킷 전송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루투스-무선 랜 통

신 장치.

청구항 14.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에 포함된 목적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MAC 주소가 상기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단

말의 MAC 주소인 경우, 상기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프로토콜 스택의 단일 계층의 최하위 계층인 IP 계층으로 상기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을 전달하는 변환 계층-IP 계층 전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루투스-무선 랜 통

신 장치.

청구항 15.

(a) 이종 프로토콜 스택들에서 서로 공통되는 상위 계층 각각을 하나의 계층으로 통합한 단일 계층, 서로 다른 하위 계층

각각을 별개의 계층으로 분리한 이중 계층, 및 상기 단일 계층과 상기 이중 계층 사이에서 이종 프로토콜 스택들의 패킷 포

맷을 상호 변환하는 변환 계층을 포함하는 이종 혼합 프로토콜 스택이 탑재된 이종 혼합 단말과 상기 이종의 프로토콜 스

택들 중 제 1 프로토콜 스택이 탑재된 제 1 단말을 접속하는 단계;

(b) 상기 이종 혼합 단말과 상기 이종의 프로토콜 스택들 중 제 2 프로토콜 스택이 탑재된 제 2 단말을 접속하는 단계; 및

(c) 상기 접속된 제 1 단말로부터 제 1 데이터 패킷을 수신하고,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에 포함된 목적지 주소 필드에 기록

된 주소가 이종 혼합 단말의 주소가 아닌 경우, 상기 변환 계층 내에서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의 상기 제 1 프로토콜 스택

패킷 포맷을 상기 제 2 프로토콜 스택 패킷 포맷으로 변환하고, 상기 제 2 프로토콜 스택 패킷 포맷으로 변환된 제 1 데이

터 패킷을 상기 접속된 제 2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이중 계층은 OSI 참조 모델 네트워크 계층의 하위 계층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드-혹 망 구성 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는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에 포함된 목적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주소가 상기 이종 혼합 단

말의 주소인 경우,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을 상기 이종 혼합 프로토콜 스택의 단일 계층으로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드-혹 망 구성 방법.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d) 상기 이종 혼합 단말과 상기 제 1 프로토콜 스택이 탑재된 제 3 단말을 접속하는 단계;

(e) 상기 이종 혼합 단말과 상기 제 2 프로토콜 스택이 탑재된 제 4 단말을 접속하는 단계; 및

(f) 상기 접속된 제 4 단말로부터 제 2 데이터 패킷을 수신하고, 상기 제 2 데이터 패킷에 포함된 목적지 주소 필드에 기록

된 주소가 상기 이종 혼합 단말의 주소가 아닌 경우, 상기 변환 계층 내에서 상기 제 2 데이터 패킷의 상기 제 2 프로토콜

스택 패킷 포맷을 상기 제 1 프로토콜 스택 패킷 포맷으로 변환하고, 상기 제 1 프로토콜 스택 패킷 포맷으로 변환된 제 2

데이터 패킷을 상기 접속된 제 3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드-혹 망 구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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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f) 단계는 상기 제 2 데이터 패킷에 포함된 목적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주소가 상기 이종 혼합 단

말의 주소인 경우, 상기 제 2 데이터 패킷을 상기 이종 혼합 프로토콜 스택의 단일 계층으로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드-혹 망 구성 방법.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프로토콜 스택은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이고, 상기 제 2 프로토콜 스택은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이고, 상기 제 1 단말 및 상기 제 3 단말은 무선 랜 단말이고, 상기 제 2 단말 및 상기 제 4 단말은 블루투스 단말이고,

상기 이종 혼합 단말은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단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드-혹 망 구성 방법.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IEEE 802.11 표준의 스캐닝 과정, 인증 과정, 및 결합 과정에 따라 상기 이종 혼합 단말과 상기 제 1 단말

을 접속하고,

상기 (b) 단계는 블루투스 표준의 PAN 프로파일 과정에 따라 상기 이종 혼합 단말과 상기 제 2 단말을 접속하고,

상기 (d) 단계는 IEEE 802.11 표준의 스캐닝 과정, 인증 과정, 및 결합 과정에 따라 상기 이종 혼합 단말과 상기 제 3 단말

을 접속하고,

상기 (e) 단계는 블루투스 표준의 PAN 프로파일 과정에 따라 상기 이종 혼합 단말과 상기 제 4 단말을 접속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애드-혹 망 구성 방법.

청구항 21.

(a)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과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에서 서로 공통되는 상위 계층 각각을 하나의 계층으로 통합한 단일

계층, 서로 다른 하위 계층 각각을 별개의 계층으로 분리한 이중 계층, 및 상기 단일 계층과 상기 이중 계층 사이에서 무선

랜 패킷 포맷과 블루투스 패킷 포맷을 상호 변환하는 변환 계층을 포함하는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프로토콜 스택의 이중

계층 중에서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 측의 최하위 계층을 입력단으로 하여 데이터 패킷을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 측의 최하위 계층을 입력단으로 하여 수신된 데이터 패킷을 상기 변환 계층으로 전달하는

단계; 및

(c) 상기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에 포함된 목적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MAC 주소가 상기 무선 랜/블루투스 혼

합 프로토콜 스택이 탑재된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단말의 MAC 주소가 아닌 경우, 상기 변환 계층 내에서 상기 변환 계층

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의 상기 무선 랜 패킷 포맷을 상기 블루투스 패킷 포맷으로 변환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이중 계층은 OSI 참조 모델 네트워크 계층의 하위 계층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랜-블루투스 통신 방

법.

청구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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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는 상기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의 상기 무선 랜 패킷 포맷에 따른 발신지 주소

필드를 상기 블루투스 패킷 포맷에 따른 발신지 주소 필드로 변환하고, 상기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의 상기 무

선 랜 패킷 포맷에 따른 목적지 주소 필드를 상기 블루투스 패킷 포맷에 따른 목적지 주소 필드로 변환하고, 상기 변환 계

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의 상기 무선 랜 패킷 포맷에 따른 이더 타입 필드를 상기 블루투스 패킷 포맷에 따른 네트워킹

프로토콜 타입 필드로 변환하고, 상기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의 상기 무선 랜 패킷 포맷에 따른 프레임 바디 필

드를 상기 블루투스 패킷 포맷에 따른 페이로드 필드로 변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랜-블루투스 통신 방법.

청구항 23.

제 21 항에 있어서,

(d) 상기 변환 계층 내에서 상기 블루투스 패킷 포맷으로 변환된 데이터 패킷을 상기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프로토콜 스택

의 이중 계층 중에서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 측의 최하위 계층으로 전달하는 단계; 및

(e) 상기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 측의 최하위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을 상기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 측의 최하위

계층을 출력단으로 하여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랜-블루투스 통신 방법.

청구항 24.

제 21 항에 있어서,

(f) 상기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에 포함된 목적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MAC 주소가 상기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단말의 MAC 주소인 경우, 상기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을 상기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프로토콜 스택의 단일

계층의 최하위 계층인 IP 계층으로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랜-블루투스 통신 방법.

청구항 25.

(a)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과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에서 서로 공통되는 상위 계층 각각을 하나의 계층으로 통합한 단일

계층, 서로 다른 하위 계층 각각을 별개의 계층으로 분리한 이중 계층, 및 상기 단일 계층과 상기 이중 계층 사이에서 무선

랜 패킷 포맷과 블루투스 패킷 포맷을 상호 변환하는 변환 계층을 포함하는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프로토콜 스택의 이중

계층 중에서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 측의 최하위 계층을 입력단으로 하여 데이터 패킷을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 측의 최하위 계층을 입력단으로 하여 수신된 데이터 패킷을 상기 변환 계층으로 전달하

는 단계; 및

(c) 상기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에 포함된 목적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MAC 주소가 상기 무선 랜/블루투스 혼

합 프로토콜 스택이 탑재된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단말의 MAC 주소가 아닌 경우, 상기 변환 계층 내에서 상기 변환 계층

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의 상기 블루투스 패킷 포맷을 상기 무선 랜 패킷 포맷으로 변환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이중 계층은 OSI 참조 모델 네트워크 계층의 하위 계층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루투스-무선 랜 통신 방

법.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는 상기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의 상기 블루투스 패킷 포맷에 따른 발신지 주

소 필드를 상기 무선 랜 패킷 포맷에 따른 발신지 주소 필드로 변환하고, 상기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의 상기

블루투스 패킷 포맷에 따른 목적지 주소 필드를 상기 무선 랜 패킷 포맷에 따른 목적지 주소 필드로 변환하고, 상기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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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의 상기 블루투스 패킷 포맷에 따른 네트워킹 프로토콜 타입 필드를 상기 무선 랜 패킷 포맷

에 따른 이더 타입 필드로 변환하고, 상기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의 상기 블루투스 패킷 포맷에 따른 페이로드

필드를 상기 무선 랜 패킷 포맷에 따른 프레임 바디 필드로 변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루투스-무선 랜 통신 방법.

청구항 27.

제 25 항에 있어서,

(d) 상기 변환 계층 내에서 상기 무선 랜 패킷 포맷으로 변환된 데이터 패킷을 상기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프로토콜 스택

의 이중 계층 중에서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 측의 최하위 계층으로 전달하는 단계; 및

(e) 상기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 측의 최하위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을 상기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 측의 최하위 계

층을 출력단으로 하여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루투스-무선 랜 통신 방법.

청구항 28.

제 25 항에 있어서,

(f) 상기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에 포함된 목적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MAC 주소가 상기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단말의 MAC 주소인 경우, 상기 변환 계층으로 전달된 데이터 패킷을 상기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프로토콜 스택의 단일

계층의 최하위 계층인 IP 계층으로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루투스-무선 랜 통신 방법.

청구항 29.

제 15 항 내지 제 28 항 중에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

청구항 30.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과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에서 서로 공통되는 상위 계층 각각을 하나의 계층으로 통합한 단일 계

층;

상기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과 상기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에서 서로 다른 하위 계층 각각을 별개의 계층으로 분리한 이

중 계층; 및

상기 단일 계층과 상기 이중 계층 사이에서 상기 무선 랜 패킷 포맷과 상기 블루투스 패킷 포맷을 상호 변환하는 변환 계층

을 포함하고,

상기 이중 계층은 OSI 참조 모델 네트워크 계층의 하위 계층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프

로토콜 스택.

청구항 31.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단일 계층은 하단부터 IP, TCP/UDP, 및 소켓이 차례로 적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랜/블

루투스 혼합 프로토콜 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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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2.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이중 계층은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 측과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 측으로 분리되고, 상기 무선 랜

프로토콜 스택 측은 하단부터 RF, IEEE 802.11a/b MAC, 및 LLC가 차례로 적재되고, 상기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 측은

하단부터 RF, 베이스밴드, HCI, L2CAP, 및 BNEP가 차례로 적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프로토

콜 스택.

청구항 33.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변환 계층은 블루투스 패킷 포맷에 따른 발신지 주소 필드와 무선 랜 패킷 포맷에 따른 발신지 주

소 필드를 상호 변환하고, 상기 블루투스 패킷 포맷에 따른 목적지 주소 필드와 상기 무선 랜 패킷 포맷에 따른 목적지 주

소 필드를 상호 변환하고, 상기 블루투스 패킷 포맷에 따른 네트워킹 프로토콜 타입 필드와 상기 무선 랜 패킷 포맷에 따른

이더 타입 필드를 상호 변환하고, 상기 블루투스 패킷 포맷에 따른 페이로드 필드와 상기 무선 랜 패킷 포맷에 따른 프레임

바디 필드를 상호 변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랜/블루투스 혼합 프로토콜 스택.

청구항 34.

제 30 항 내지 제 33 항 중에 어느 한 항의 프로토콜 스택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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