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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데이터 스트림들을 라디오 주파수 링크들을 통하여 Bluetooth 디바이스와 교환하기 위한 Bluetooth 인터페이스; Blu

etooth 디바이스로부터 유입되는 데이터 스트림들을 적외선 표준을 따르는 전자 신호들로 변환하고, Bluetooth 디바

이스로 전송된 전자 신호들을 데이터 스트림들로 복조하기 위한 프로토콜 변환 유닛; 전자 신호들을 적외선 디바이스

와 교환하기 위한 수단; 및 Bluetooth 어댑터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제어하여 그들이 자신들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

도록 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적외선 인터페이스를 위해 사용되는 Bluetooth 어댑터

대표도

도 2

색인어

Bluetooth 어댑터, Bluetooth 디바이스, 적외선 디바이스, Bluetooth 인터페이스, 적외선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변환

유닛, 마이크로 프로세서, 서비스 및 프로토콜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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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 발명은 Bluetooth 통신 기술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Bluetooth 기술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용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현재, 유통되는 다수의 전자 장치가 적외선 수신기를 구비하고 있어서, 사용자는 TV 세트 및 비디오 레코더와 같은 

전자 장치를 적외선 원격 제어기를 사용하여 제어할 수 있다. 전자 장치에서 사용되는 적외선 통신은 일종의 직접 적

외선 통신, 즉 포인트-투-포인트(point-to-point) 통신이다.

나아가, 종래 기술로 Bluetooth 기술이 있다. Bluetooth는 에릭슨, IBM, 인텔, 도시바 등이 창시자로서 1998년 5월에

제안한 무선 기술 표준이다. 그 때로부터 단지 2년 만에, 1800 개가 넘는 회사들이 Bluetooth 기술의 스페셜 인터레

스트 그룹(Special Interest Group; SIG)에 가입하였다.

특히, Bluetooth 기술은 2.4 GHz의 ISM(Industry-Science-Medicine) 대역에서 동작하는 단거리 무선 통신(라디오

주파수) 기술이다. 단거리는 Bluetooth 디바이스들 간의 유효 통신 거리가 약 10-100m, 즉, 1 mW(0 dBm)의 최소 

전송 전력에서 유효 거리가 10미터인 반면에, 100 mW(20 dBm)의 최대 전송 전력에서 유효 거리가 100미터인 것을

의미한다. Bluetooth의 기본 네트워크 구조는 마스트 디바이스 와 7개 까지의 슬레이브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피코네

트(piconet)이며, 일부 피코네트들은 더 큰 스케일의 스캐터네트(scatternet)를 구성할 수 있다. Bluetooth는 시분할 

다중 접속(TDMA)를 사용하며, 적어도 하나의 비동기 데이터 통신 경로 및 3개의 동기 통신 경로를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저비용으로 무선으로 상호 접속하여 음성 통신 및 데이터 통신용 디바이스들간에 무선 

채널을 형성하는 데에 Bluetooth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직접 적외선 기술(direct infrared technology)과 비교할 때, Bluetooth 기술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1) 360 도의 방향성, 즉 직접 보여질 필요가 없음;

(2) 10에서 100미터에 달하는 비교적 긴 거리;

(3) 통신 신호들이 벽을 통과할 수 있음;

(4) 포인트-투-멀티포인트(point-to-multipoint) 상호접속을 지원함;

(5) 배경 빛(예컨대, 태양 빛)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음.

발명의 상세한 설명

따라서, 본 발명은, RF 디바이스와의 통신을 위한 인터페이스; RF 디바이스로부터의 통신 신호를 적외선 표준을 따

르는 통신 신호롤 변조하기 위한 프로토콜 변환 유닛; 적외선 디바이스와 통신하기 위한 수단; 상기 인터페이스, 프로

토콜 변환 유닛 및 통신용 수단을 제어하기 위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RF 디바이스와 적외선 디바이스 간

의 통신을 위해 사용되는 어탭터를 제공한다.

나아가, 본 발명은, Bluetooth로부터의 통신 신호를 수신하는 데 응답하여: 수신된 통신 신호를 적외선 표준을 따르는

통신 신호로 변조하는 단계; 및 적외선 표준을 따르는 상기 통신 신호를 상기 적외선 디바이스로 통신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Bluetooth 디바이스와 적외선 디바이스 간의 통신 방법을 더 제공한다.

바람직하게는, RF 디바이스로부터 수신된 신호는 적외선 디바이스를 원격 제어하기 위한 코드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어댑터는 또한 적외선 디바이스로부터 RF 디바이스로의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바람직하게는, RF 디바이스는 Bluetooth 디바이스이며, RF 통신 수단은 Bluetooth 인터페이스이다.

본 발명의 어댑터는 저렴하지만, 종래의 적외선 디바이스의 응용의 유연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어댑터를 전자 장치의 적외선 인터페이스와 연결하여, Bluetooth 통신 프로토콜과 적외선 통신 프로토콜 간의

변환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외선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종래의 적외선 디바이스(예컨대, 전자 장치)는 B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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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ooth 통신 능력을 가지는 다른 디바이스와 상화 반응하여, 적외선 디바이스를 개조하지 않고도 Bluetooth 기술의 

장점을 공유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은 이제 단지 예로서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다음 도면들을 가지고 설명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적외선 인터페이스를 위해 사용되 는 Bluetooth 어댑터와 적외선 디바이스

간의 접속 관계를 보여주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적외선 인터페이스를 위해 사용되는 Bluetooth 어댑터의 논리 구조를 보

여주는 도면.

도 3은 도 2의 Bluetooth 인터페이스의 내부 구조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도면.

도 4는 도 2의 Bluetooth 인터페이스와 마이크로 프로세서간의 접속도.

도 5는 도 2의 적외선 인터페이스와 마이크로 프로세서간의 접속도.

도 6은 도 2의 서비스 및 프로토콜 기술자(descriptor)의 구현도.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Bluetooth 디바이스와 적외선 디바이스 간의 데이터 통신 방법의 플로 차

트.

실시예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적외선 인터페이스를 위해 사용되는 Bluetooth 어댑터와 적외선 디바이스

간의 접속 관계를 도식적으로 보여준다. 도 1에서, 참조번호 100은 적외선 인터페이스를 위해 사용되는 Bluetooth 

어댑터를 나타낸다. 어댑터는 Bluetooth 인터페이스(10)와 적외선 인터페이스(30)를 내부에 포함하고 있다. 참조번

호 200은 적외선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전자 장치와 같은 종래의 적외선 디바이스를 나타낸다. 적외선 인터페이스(

30)는 종래의 적외선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적외선 디바이스(200)의 적외선 인터페이스와 통신할 수 있다. Bluet

ooth 인터페이스(10)는 종래의 Bluetooth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Bluetooth 통신이 가능한 디바이스들과 통신할 

수 있다. Bluetooth 인터페이스 (10) 및 적외선 인터페이스(30)에 더하여, Bluetooth 어댑터(100)는 Bluetooth 통신 

프로토콜과 적외선 통신 프로토콜 간의 프로토콜 변환용 수단을 더 포함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적외선 인터페이스를 위해 사용되는 Bluetooth 어댑터의 논리 구조를 도

식적으로 보여준다. 도 2에서, 참조번호 10은 Bluetooth 인터페이스를, 참조번호 20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참조번호 

30은 적외선 인터페이스, 참조번호 40은 서비스 및 프로토콜 기술자, 참조번호 50은 프로토콜 변환 유닛을 각각 나타

낸다.

Bluetooth 인터페이스(10)는 Bluetooth 사양으로 지정된 Bluetooth 펌웨어와 Bluetooth 하드웨어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된다. Bluetooth 하드웨어는 아날로그 부분-Bluetooth 라디오 송수신 수단 및 디지털 부분-링크 제어기를 포함

한다. 링크 제어기는 베이스-대역 프로토콜 및 다른 저레벨 링크 루틴들을 실행시킨다. Bluetooth 펌웨어는 링크들을

생성하고 제어하는 능력을 제공하기 위한 링크 관리자, 및 Bluetooth 베이스-대역 제어기와 링크 관리자에 대한 단일

화된 액세싱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메인프레임 제어기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또한, Bluetooth 인터페이스(10)에는,

메인프레임 시스템과 메인프레임 제어기 인터페이스 펌웨어간에 물리적인 버스 펌웨어가 있을 수 있다. 도 3은 Bluet

ooth 인터페이스(10)의 내부 구조들 간의 관계를 도식적으로 보여준다.

Bluetooth 인터페이스(10)로, (도 2의 마이크로 프로세서(20)와 같은) 메인프레임 시스템은 UART, RS232, USB 등

과 같은 임의의 표준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Bluetooth 하드웨어 및 펌웨어 함수들에 액세스하기 위한 단

일화된 커맨 트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다. 나중에, Bluetooth 인터페이스(10)와 마이크로 프로세서(20) 간의 접

속은 도 4를 참조하여 예시되고 설명될 것이다.

적외선 인터페이스(30)는 마이크로 프로세서(20)로부터 수신된 전자 신호를 적외선 신호, 즉 적외선 펄스들로 변환하

여 송신하고, 또한 적외선 전송 능력을 가지는 다른 디바이스들로부터 수신된 적외선 신호들을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의해 액세스가능한 전자 신호들로 변환하기 위해 사용된다. 적외선 인터페이스(30)는 적외선 송수신기 및 몇 가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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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전자 부품들을 포함한다. 적외선 인터페이스(30)와 마이크로 프로세서(20) 간의 접속 스킴은 나중에 도 5를 참조

하여 설명될 것이다.

서비스 및 프로토콜 기술자(40)는, 어댑터에 관련된 서비스 특징들을 설명하는, Bluetooth 어댑터(100)와 관련된 서

비스 기록들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된다. Bluetooth 시스템은 서비스를 알려주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즉, Bluetooth

기능을 포함하는 디바이스들은 Bluetooth 기능을 포함하는 다른 디바이스 상에서 사용가능한 서비스를 알려주고, 그

들 사용가능한 서비스들의 특징들을 결정할 수 있다. Bluetooth 사양에 정의된 서비스 디스커버링 프로토콜(service 

discovering protocol)에 따르면, Bluetooth 어댑터는 서비스 기록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도 2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Bluetooth 어댑터(100)와 관련된 서비스 기록들은 서비스 및 프로토콜 기술자(40)에 저장된다.

서비스 및 프로토콜 기술자(40)의 기능을 더 설명하기 위해 (TV 세트, 비디오 레코더 등과 같은) 통상의 적외선 제어 

디바이스를 예로 들어본다. 사용자는 적당한 종래의 적외선 원격 제어기를 가지고 적외선 제어 디바이스를 동작시킬 

수 있다. 버튼의 수, 버튼의 간단한 설명, 각 버튼의 내부 코드와 같은, 종래의 적외선 원격 제어기의 기술 정보는 Blu

etooth 어댑터의 서비스 및 프로토콜 기술자(40)에 저장된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가상 원격 제어기로서 사용되는 Bl

uetooth 디바이스는 종래의 적외선 원격 제어기에 관한 기술 정보를 Bluetooth 어댑터(100)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 

그러한 기술 정보에 기초하여 Bluetooth 디바이스의 스크린 상의 종래의 적외선 원격 제어기(즉, 가상 원격 제어기)의

판넬을 그릴 수 있다. 사용자는 판넬 상의 버튼을 클릭할 수 있다. 사용자가 판넬 상의 버튼을 클릭하면, Bluetooth 디

바이스(즉, 가상 원격 제어기)는 추가의 처리를 위해 해당 코드를 Bluetooth 어댑터로 전송한다. 따라서, 하나 이상의 

종래의 적외선 원격 제어기에 관한 기술 정보를 저장함으로써, Bluetooth 어댑터는 종래의 적외선 원격 제어기의 대

리자로서 사용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적외선 원격 제어기에 관한 기술 정보에 더하여, 서비스 및 프로토콜 기술자(40)는 관련 제어 디바이스에

의해 사용되는 적외선 표준에 관한 기술과 같은 내부 사용법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저장해야 한다. 적외선 표준에 관

한 정보는 기능(버튼) 코드, 프리픽스(prefix), 서픽스(suffix), 시작 및 종료 시퀀스, 1 및 0 코드 등을 포함한다.

나중에, 서비스 및 프로토콜 기술자(40)의 구현 스킴이 도 6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프로토콜 변환 유닛(50)은 다른 Bluetooth 디바이스로부터 수신된 기능 코드/커맨드를 해당 전자 신호들로 변환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면, 전자 신호들은 적외선 인터페이스(30)에 의해 적외선 펄스들로 변환된다. 따라서, 프로토콜 

변환 유닛(50)은, 어댑터에 저장된 서비스 기술들이 다른 Bluetooth 디바이스에 의해 디스커버되고 리트리브될 수 있

도록 하는, 서비스 디스커버링 프로토콜(service discovering protocol; SDP)과 같은, Bluetooth 사양에서 정의된 

소프트웨어 프로토콜 스택들 중 일부를 구현할 수 있다. 또한, 프로토콜 변환 유닛(50)은 데이터 스트림들을 전자 신

호들로 변조하기 위해, 또는 전자 신호들을 데이터 스트림들로 복조하기 위해 적외선 프로토콜을 구현할 수 있다.

프로토콜 변환 유닛(50)은 플래시 메모리 및 롬(ROM)과 같은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구현

될 수 있다. 프로토콜 변환 유닛(50)의 구현 스킴 중 하나는 도 6의 서비스 및 프로토콜 기술자의 구현 스킴과 유사하

다.

마이크로 프로세서(20)는 상기 언급된 구성요소들을 제어하여, 그들이 자신들의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비록 도 1 및 2에 도시된 Bluetooth 어댑터(100)에 적외선 인터페이스(30)가 있을 지라도, 당업자에게 마이크로 프

로세서(20)의 관련 신호 라인들이 제어될 디바이스내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신호 라인에 직접 접속될 수 있으며, 그

에 의해 마이크로 프로세서(20)에 의해 출력된 전자 신호들을 제어될 디바이스에 직접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

다. 그러한 방식으로, Bluetooth 어댑터(100)내의 적외선 인터페이스(30)는 생략될 수 있다.

이제, 도 2의 마이크로 프로세서(20)와 Bluetooth 인터페이스(10) 간의 접속 은 도 4를 참조하여 설명될 수 있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Bluetooth 인터페이스(10)는 마이크로 프로세서(20)와 상호 작용하기 위해 표준 UART 피지

컬 버스 (standard UART physical bus)를 사용할 수 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20)는 Bluetooth 인터페이스(10)의 

동작을 인에이블(enable) 또는 디스에이블(disable)시키기 위해 I/O 포트를 사용할 수 있다. 표준 4-와이어 UART 포

트가, Bluetooth 인터페이스(10)로 커맨드를 전송하거나 또는 Bluetooth 인터페이스(10)로부터 데이터 /이벤트들을 

수신하기 위해 여기서 사용된다. 커맨드/데이터/이벤트의 포맷은 Bluetooth 사양내의 메인프레임 제어기 인터페이스

기능 정의들에서 정의된다.

아래에, 도 2의 마이크로 프로세서(20)와 적외선 인터페이스(30) 간의 접속이 도 5를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적외선 인터페이스 (30)는 전체 적외선 인터페이스(30)의 동작을 인에이블링/디스에이블링하기 

위한 셧 다운(shut down; SD) 입력 신호 포트를 포함한다. 적외선 인터페이스(30)는 마이크로 프로세서(20)로부터의

전자 신호들을 수신하기 위한 IRTX 입력 신호 포트를 추가로 포함한다. 적외선 인터페이스(30)는 전자 신호들을 마

이크로 프로세서(20)로 전송하기 위한 IRRX 출력 신호 포트를 추가로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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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서비스 및 프로토콜 기술자(40)의 구현 스킴이 도 6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서

비스 및 프로토콜 기술자(40)는, 서비스 및 프로토콜 기술자(40)가 저장해야 할 다양한 정보가 저장된, 플래시 메모리

를 가지고 구현될 수 있다. 물론, 서비스 및 프로토콜 기술자(40)는 또한 (ROM과 같은) 다른 비휘발성 메모리를 가지

고 구현될 수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프로토콜 변환 유닛(50)은 비휘발성 메모리를 가지고 구현될 수 있다. 그 구조는 도 6의 구조와 

유사하며, 추가로 설명하지 않을 것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Bluetooth 어댑터와 적외선 디바이스 간의 데이터 통신의 방법에 관한 플로차

트이다. 단계 701에서, 데이터 통신이 시작된다. 단계 702에서, 데이터 스트림은 RF 링크들을 통해 Bluetooth 디바

이스로부터 수신된다. 단계 703에서, 수신된 데이터 스트림들은 적외선 디바이스의 적외선 표준을 따르는 전자 신호

들로 변조된다. 단계 704에서, 전자 신호들은 적외선 디바이스로 전송된다. 전자 신호들을 직접 케이블 접속을 통하

여 적외선 디바이스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신호 라인으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종

래의 적외선 원격 제어기들에서와 같이, 전자 신호들은 적외선 펄스들로 변환되어, 이들 적외선 펄스들이 적외선 디

바이스로 전송될 수 있다. 단계 705에서, 데이터 통신이 종료될지 여부가 판단된다. 만약 판단의 결과가 NO이면, 프

로시저는 단계 702로 돌아간다. 만약 판단의 결과가 YES이면, 프로시저는 단계 706으로 진행한다. 단계 706에서, 프

로시저는 종료된다.

도 7은 단지 데이터를 Bluetooth 디바이스로부터 적외선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프로시저를 설명한다. 그러나, 당업자

에게는, 데이터를 적외선 디바이스로부터 Bluetooth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프로시저 또한 도 7에 도시된 프로시저의 

역, 즉, 적외선 디바이스로부터 적외선 펄스들을 수신하거나 적외선 디바이스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로부터 직접 전자 

신호들을 수신하는 단계; 전자 신호들을 데이터 스트림 들로 변조하는 단계; 데이터 스트림들을 RF 링크들을 통하여 

Bluetooth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단계와 마찬가지이다.

본 발명의 Bluetooth 어댑터 및 데이터 통신 방법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편리한 응용법 중 하나는 (TV 

세트 및 비디오 레코드와 같은) 종래의 적외선 제어 디바이스의 원격 제어를 위하여 Bluetooth 어댑터를 만드는 것이

다.

복수의 제어 디바이스의 원격 제어기들에 관한 기술 정보 및 복수의 제어 디바이스에 의해 사용되는 적외선 표준에 

관한 기술 정보는 Bluetooth 어댑터의 플래시 메모리로 미리 로딩된다. 플래시 메모리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함께 

도 2에 도시된 서비스 및 프로토콜 기술자(40)를 구성한다.

원격 제어 동작 동안에, Bluetooth 어댑터의 적외선 포트는 제어될 디바이스의 적외선 포트에 반하여 위치되는 바, 즉

그들 두 개의 적외선 포트들은 함께 실장되어 각 적외선 포트가 다른 적외선 포트의 작용 범위 내에 있도록 보장한다.

적외선 디바이스를 동작시키기 위한 Bluetooth 어댑터는, 그것이 Bluetooth 디바이스의 RF 범위내에 있기만 하면, B

luetooth 디바이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 그러면, Bluetooth 어댑터의 플래시 메모리 내에 저장된 원격 제어기에 

관한 기술 정보는, Bluetooth 시스템의 서비스 디스커버링 프로토콜을 사용함으로써, Bluetooth 어댑터로 전송된다. 

그 후, Bluetooth 디바이스는 원격 제어기에 관하여 앞서 언급한 기술 정보에 기초하여 디스플레이 스크린 상에 원격 

제어기를 그린다. 따라서, 사용자는 Bluetooth 디바이스를 통하여 적외선 디바이스를 동작시킬 수 있다.

사용자가 디스플레이 스크린 상에 버튼을 클릭하면, 그 버튼의 버튼 코드가 Bluetooth 데이터 링크들을 통하여 Bluet

ooth 어댑터로 전송될 것이다. 그러면, Bluetooth 어댑터는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버튼 코드를 적외선 표준에 따르는 

기능(버튼) 코드로 변환시킨다. 다음으로, Bluetooth 어댑터는 적외선 프로토콜 구현 루틴을 호출하여, 기능 코드를 

전자 신호들로 변조시킨다. 이들 전자 신호들은 시작 시퀀스, 프리픽스, 기능 코드, 서픽스, 및 종료 시퀀스를 포함한

다. 최종적으로, 이들 전자 신호들은 적외선 인터페이스에 의해 해당 적외선 펄스들로 변환된다. 종래의 방식에 따르

면, 적외선 펄스들은 제어될 디바이스가 해당 동작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비록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상세히 도시되고 설명되었지만, 특허청구범위로부터 벗어나지 않고도 다양한 변

화와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인식될 것이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의 Bluetooth 어댑터 및 데이터 통신 방법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편리한 응용법 중 하나는 (TV 

세트 및 비디오 레코드와 같은) 종래의 적외선 제어 디바이스의 원격 제어를 위하여 Bluetooth 어댑터를 만드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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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RF 디바이스와 적외선 디바이스 사이의 통신을 위해 사용되는 어댑터에 있어서,

상기 RF 디바이스와의 통신을 위한 인터페이스;

상기 RF 디바이스로부터의 통신 신호들을 적외선 표준(infrared standards)에 따르는 통신 신호들로 변조하기 위한 

프로토콜 변환 유닛(protocol conversion unit);

상기 적외선 디바이스와의 통신을 위한 수단; 및

상기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변환 유닛 및 통신 수단을 제어하기 위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어댑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외선 디바이스와의 통신을 위한 상기 수단이, 상기 프로토콜 변환 유닛으로부터의 적외선 표준에 따르는 상기

통신 신호들을 적외선 펄스들로 변환하고 상기 적외선 펄스들을 상기 적외선 디바이스로 전송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댑터.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외선 디바이스와의 통신을 위한 상기 수단이, 상기 적외선 디바이스 내의 신호 라인에 접속된 적어도 하나의 

라인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댑터.

청구항 4.
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적외선 디바이스와의 통신을 위한 상기 수단이, 상기 적외선 디바이스로부터 적외선 펄스들을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적외선 펄스들을 적외선 표준에 따르는 통신 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며,

상기 프로토콜 변환 유닛이, 적외선 표준을 따르는 통신 신호들을 상기 RF 디바이스에 따르는 통신 신호들로 추가로 

복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댑터.

청구항 5.
제1항 내지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어댑터에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기술하는 적어도 하나의 서비스 기록(service record)을 저장하기 위한 

서비스 기술자(service descriptor)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댑터.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5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적외선 디바이스에 의해 사용되는 상기 적외선 표준에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프로토콜 기술자(

protocol descriptor)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댑터.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6항에 있어서,

상기 RF 디바이스가 Bluetooth 디바이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댑터.

청구항 8.
Bluetooth 디바이스와 적외선 디바이스간의 통신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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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Bluetooth 디바이스로부터의 통신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통신 신호를 적외선 표준에 따르는 통신 신호로 변조하는 단계; 및

적외선 표준에 따르는 상기 통신 신호를 상기 적외선 디바이스로 통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적외선 디바이스와 통신하는 상기 단계가,

적외선 표준에 따르는 상기 통신 신호를 적외선 펄스들로 변환하는 단계; 및

상기 적외선 펄스들을 상기 적외선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방법.

청구항 10.
제8항 또는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적외선 디바이스로부터 적외선 펄스들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적외선 펄스들을 적외선 표준에 따르는 제2 통신 신호로 변환하는 단 계; 및

적외선 표준에 따르는 상기 제2 통신 신호를 Bluetooth 디바이스에 따르는 통신 신호로 복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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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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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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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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