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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선ＵＳＢ 장치간의 접속 장치 및 방법

(57) 요약

무선USB 장치간의 접속 장치 및 방법이 제공된다. 무선USB 장치간의 접속 장치는 데이터패킷의 정보공유구간의 설정된

유무를 검색하는 검색부와 데이터패킷의 정보공유구간을 설정하는 설정부 및 무선USB 슬레이브장치와 데이터패킷을 송

수신하는 데이터송수신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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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데이터패킷의 정보공유구간의 설정된 유무를 검색하는 검색부;

상기 데이터패킷에 설정된 정보공유구간이 있으면 상기 설정된 정보공유구간을 공유하고 상기 설정된 정보공유구간이 없

으면 정보공유구간을 설정하는 설정부; 및

무선USB 슬레이브장치와 상기 데이터패킷을 송수신하는 데이터송수신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USB 호스

트장치.

청구항 2.

무선USB 호스트장치가 데이터패킷의 정보공유구간의 설정유무를 검색하는 단계;

상기 데이터패킷에 설정된 정보공유구간이 있으면 상기 설정된 정보공유구간을 공유하고 상기 설정된 정보공유구간이 없

으면 정보공유구간을 설정하는 단계; 및

상기 정보공유구간이 설정된 데이터패킷을 무선USB 슬레이브장치로 브로드캐스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USB 호스트장치의 접속방법.

청구항 3.

무선USB 호스트장치로부터 데이터패킷을 송수신하는 데이터송수신부;

상기 수신된 데이터패킷의 정보공유구간의 유무를 검색하는 검색부; 및

상기 검색된 정보공유구간에 무선USB 호스트장치로 접속요청을 하는 접속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USB

슬레이브장치.

청구항 4.

무선USB 슬레이브장치가 데이터패킷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데이터패킷의 정보공유구간에 무선USB 호스트장치로 접속요청을 하는 단계; 및

상기 접속요청을 허가한 상기 무선USB 호스트장치와 접속이 성립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USB 슬

레이브장치의 접속방법.

청구항 5.

데이터패킷을 브로드캐스팅하는 무선USB 호스트장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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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데이터패킷을 수신하고, 상기 수신한 데이터패킷에 포함된 정보공유구간에 상기 무선USB호스트장치로 접속요청을

하고, 상기 접속요청에 따라 접속을 허가하는 상기 무선USB 호스트장치와 접속이 성립되는 무선USB 슬레이브장치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USB 호스트장치와 무선USB 슬레이브장치간의 접속 시스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무선USB 장치간의 접속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정보공유구간을 포함한 데이터패킷의

브로드캐스팅을 이용한 무선USB 장치간의 접속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최근의 네트워크 환경은 통신 및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에 따라 동축 케이블 또는 광 케이블과 같은 유선 매체를 이용하는

유선 네트워크 환경으로부터 다양한 주파수 대역의 무선 신호를 이용하는 무선 네트워크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와 같은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네트워크 장치들을 무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무선 인터페

이스(interface)가 필요하다. 무선 인터페이스로서 IrDA, 블루투스 등이 제품에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종래의 유선 네

트워크 중 하나인 USB를 무선화 하기 위한 무선USB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USB(Universal Serial Bus)는 직렬 포트의 일종으로써 마우스, 프린터, 모뎀, 스피커 등과 같은 주변장치와 컴퓨터를 연

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규격화된 유선 인터페이스 이다. USB는 다른 유선 인터페이스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용 컴퓨터(PC; Personal Computer)의 표준장비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핸드폰이나

디지털카메라에서 PC로 데이터를 전송할 경우에도 USB 포트가 사용되고 있다.

USB의 장점을 간략히 설명하면, 직렬포트의 한계속도가 초당 100K도 안되는데 반해 USB 1.0은 12Mbps, USB 2.0은

480Mbps의 데이터 전송속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장치들 간의 인터페이스로서 USB를 사용하면 복잡한 어댑터

들의 설치를 제거할 수 있다. 또한 USB를 사용하면 최대 127개의 장치들을 사슬처럼 연결할 수 있다. 이 밖에도 USB를 사

용하면 주변 장치들을 PC와 연결할 때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별도로 설정할 필요 없으며, 모든 주변 장치를 동일한 연

결장치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포트 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USB는 설치가 간편하고, 휴대형 PC의 소

형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USB의 장점을 포함하고, 무선 네트워크 환경으로의 변화에 부응하는 무선USB 시스템에서는 무선USB 슬레이브

장치와 이 무선USB 슬레이브장치에 채널 할당이 가능한 무선USB 호스트장치간의 모든 통신이 무선으로 이루어진다.

무선USB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MBOA PHY/MAC(Multi-Band OFDM Alliance Physical Layer/Media Access Control

Layer)방식으로 무선통신을 한다. 무선USB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무선USB 호스트장치와 복수의 무선USB 슬레이

브장치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무선USB 시스템통신은 무선USB 호스트장치와 무선USB 슬레이브장치간에 일어나며, 무

선USB 슬레이브장치와 무선USB 슬레이브장치간의 통신은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무선USB 슬레이브장치가 무선USB 호스트장치의 정보를 통해 무선USB 호스트장치를 선택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무선USB 외장저장장치와 같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지원되지 않는 무선USB 슬레이브장치가 무선USB

호스트장치에 접속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모든 통신이 무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무선USB에 있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지원되지 않는 무선USB 슬레이

브장치를 포함하여 무선USB 슬레이브장치와 무선USB 호스트장치 상호간의 접속 장치 및 방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무선USB 장치간의 접속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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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목적들은 이상에서 언급한 목적들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목적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당업

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무선USB 호스트장치는 데이터패킷의 정보공유구간의 설정된

유무를 검색하는 검색부와 데이터패킷의 정보공유구간을 설정하는 설정부 및 무선USB 슬레이브장치와 데이터패킷을 송

수신하는 데이터송수신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무선USB 호스트장치의 접속방법은 무선USB 호스트장치가 데이터패킷의 정보공유구간의 설

정유무를 검색하는 단계와 데이터패킷에 설정된 정보공유구간이 있으면 설정된 정보공유구간을 공유하고 설정된 정보공

유구간이 없으면 정보공유구간을 설정하는 단계 및 정보공유구간이 설정된 데이터패킷을 브로드캐스팅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무선USB 슬레이브장치는 무선USB 호스트장치로부터 데이터패킷을 송수신하는 데이터송수

신부와 수신된 데이터패킷의 정보공유구간의 유무를 검색하는 검색부 및 검색된 정보공유구간에 무선USB 호스트장치로

접속요청을 하는 접속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무선USB 슬레이브장치의 접속방

법은 무선USB 슬레이브장치가 데이터패킷을 수신하는 단계와 수신된 데이터패킷의 정보공유구간의 유무를 검색하는 단

계와 검색된 정보공유구간에 무선USB 호스트장치로 접속요청을 하는 단계 및 접속을 허가한 무선USB 호스트장치와 접

속이 성립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무선USB 장치간의 접속 시스템은 데이터패킷을 브로드캐스팅하는 무선USB 호스트장치 및

데이터패킷을 수신하고, 수신한 데이터패킷에 포함된 정보공유구간에 무선USB호스트장치로 접속요청을 하고, 접속요청

에 따라 접속을 허가하는 무선USB 호스트장치와 접속이 성립되는 무선USB 슬레이브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기타 실시예들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상세한 설명 및 도면들에 포함되어 있다.

본 발명의 이점 및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는 실시예들을 참

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단지 본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고,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본 발명은 청구항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명

세서 전체에 걸쳐 동일 참조 부호는 동일 구성 요소를 지칭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무선USB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거실이라는 일정 영역에 여러 가지 무선USB 장치들이 공존하고 있다. 무선USB 호스트장치(100)로 DTV(102)와 노트북

(104)등이 있고, 무선USB 슬레이브장치(200)로 캠코더(202),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등이 있다. 무선USB 호스트

장치(100)로는 DTV(102)와 노트북(104)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무선USB 슬레이브장치(200)로는 캠코더(202)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사용자는 캠코더(202)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을 DTV(102)로 전송해서 보고 싶어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무선USB 호스트장치의 블록도이다.

무선USB 호스트장치(100)는 검색부(110), 설정부(120) 및 데이터송수신부(130)를 포함한다.

검색부(110)는 데이터패킷의 정보공유구간의 설정유무를 검색한다. 정보공유구간은 무선USB 호스트장치(100)가 무선

USB 슬레이브장치(200)로부터 접속요청을 리스닝(listening)하며 대기하고 있는 구간이다. 최초 무선USB 호스트장치는

데이터패킷에 정보공유구간을 설정하고, 이후의 무선USB 호스트장치는 정보공유구간의 정보구성요소를 복사하는 형태

로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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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부(120)는 데이터패킷에 설정된 정보공유구간이 있으면 설정된 정보공유구간을 공유하고 설정된 정보공유구간이 없

으면 정보공유구간을 설정한다. 정보공유구간은 고정된 구간일 수 있다.

데이터송수신부(130)는 정보공유구간의 설정정보를 포함한 데이터패킷을 브로드캐스팅하고, 무선USB 슬레이브장치

(200)와 데이터패킷을 송수신한다. 무선USB 슬레이브장치(200)로부터 접속요청을 데이터송수신부(130)를 통해 수신하

면 무선USB 호스트장치(100)는 접속을 허가하여 무선USB 슬레이브장치(200)와 연결한다. 접속허가메시지의 구조는 도

9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무선USB 슬레이브장치의 블록도이다.

무선USB 슬레이브장치(200)는 데이터송수신부(210), 검색부(220) 및 접속부(230)를 포함한다.

데이터송수신부(210)는 무선USB 호스트장치(100)로부터 데이터패킷을 수신하거나 데이터패킷의 정보공유구간에 무선

USB 호스트장치(100)로 접속요청을 한다. 접속요청메시지의 구조는 도 9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검색부(220)는 무선USB 호스트장치(100)로부터 수신된 데이터패킷의 정보공유구간의 유무를 검색한다.

접속부(230)는 데이터패킷의 정보공유구간에 무선USB 호스트장치(100)로 접속을 요청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무선USB 호스트장치의 흐름도이다.

사용자가 무선USB 호스트장치(100)로 작동하고 있는 최초 DTV(102)의 전원을 켜고, 노트북(104)을 그 후에 작동시킨다

고 하자.

최초 DTV(102)는 검색부(110)를 통해 데이터패킷의 정보공유구간이 설정되어 있는 지를 검색한다(S100).

그 다음, 설정된 정보공유구간이 있는 지 여부를 제어부(150)를 통해 판단한다(S200).

최초 DTV(102)만 작동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설정부(120)를 통해 데이터패킷에 정보공유구간을 설정한다(S300).

이후 노트북(104)을 작동시켰을 경우에는, 노트북(104)은 이미 최초 DTV(102)가 설정해 놓은 정보공유구간을 검색부

(110)를 통해 검색하게 되고, 제어부(150)를 통해 정보공유구간이 존재한다는 판단을 하게 되므로, 또 다시 설정부(120)

를 통해 정보공유구간을 설정할 필요없이 이미 설정된 정보공유구간을 공유한다(S400). 예를 들어 첫번째 무선USB 호스

트장치(100)가 설정한 정보공유구간의 정보구성요소를 그 이후의 무선USB 호스트장치(100)가 그대로 복사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DTV(102)와 노트북(104)은 데이터패킷을 데이터송수신부(130)를 통해 브로드캐스팅한다(S500).

DTV(102)와 노트북(104)은 접속부(140)를 통해 정보공유구간에서 무선USB 슬레이브장치(200)의 접속요청을 리스닝하

며 대기한다(S600).

캠코더(202)로부터 접속요청이 수신되면 DTV(102)는 접속부(140)를 통해 접속을 허가하여 접속한다(S700).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무선USB 슬레이브장치의 흐름도이다.

무선USB 슬레이브장치(200)로 작동하고 있는 캠코더(202)는 데이터송수신부(210)를 통해 무선USB 호스트장치(100)의

데이터패킷을 수신한다(S800).

캠코더(202)는 검색부(220)를 통해 수신한 데이터패킷에서 정보공유구간의 유무를 검색한다(S900).

검색된 데이터패킷의 정보공유구간에 데이터송수신부(210)를 통해 무선USB 호스트장치(100)로 접속을 요청한다

(S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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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을 허가한 DTV(102)와 접속부(230)를 통해 접속한다(S1100).

이하 도 6 및 도 7을 통해 데이터패킷의 구조 및 정보공유구간의 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패킷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데이터패킷(600)은 무선USB 장치간의 통신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고, 데이터패킷그룹필드(610), 정보공유필드(620)

및 무선USB DRP 정보구성요소필드(630)를 포함한다.

데이터패킷(600)으로, MBOA MAC 0.95(Wireless Universal Serial Bus Specification 표준 1.0)에서 정의하고 있는 비

콘프레임(Beacon frame)이 사용될 수 있다.

데이터패킷그룹필드(610)는 동일한 데이터패킷의 주기시작시간을 식별하고, 데이터패킷을 수신하는 장치들의 세트(set)

로 구성될 수 있다.

정보공유필드(620)는 공유된 정보구성요소를 위한 정보구성요소필드로 구성될 수 있다. 정보공유필드(620)를 통해 무선

USB 호스트장치(100)들이 무선USB 슬레이브장치(200)의 접속요청을 리스닝하며 대기한다.

무선USB DRP정보구성요소(DRP IE; Distributed Reservation Protocol Information Element)필드(630)는 무선USB 호

스트장치(100)에 무선USB DRP IE를 할당하여 무선USB 통신을 시작할 수 있다. 그 밖에 채널 시간 예약 상황을 나타내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무선USB DRP IE는 MBOA MAC의 비콘에 설정함으로써 전달될 수 있다. 이와 같은 MBOA MAC

은 MBOA Draft MAC 표준 0.95에서 정의하는 MBOA MAC으로 정의될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정보공유필드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정보공유필드(700)는 구성요소 ID필드(710), 길이필드(720), DRP IE 제어필드(800), 목적지(destination)/출발지

(source) 장치주소필드(730) 및 DRP IE 할당(allocation)필드(740)를 포함한다.

구성요소 ID필드(710)는 DRP의 정보구성요소 값으로 구성될 수 있다.

길이필드(720)는 DRP 할당 필드(740)의 옥텟값으로 구성될 수 있다.

DRP IE 제어필드(800)는 예약 필드(801), 예약 상태필드(803), 리즌코드(reason code)필드(806), 스트림인덱스(stream

index)필드(809), 예약 우선순위(reservation priority)필드(812) 및 예약 형태(reservation type)필드(815)를 포함한다.

각각의 구성요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도 8에서 설명한다.

목적지/출발지 장치주소필드(730)는 장치의 목적지와 출발지의 주소값으로 구성될 수 있다.

DRP IE 할당필드(740)는 영역 비트맵(zone bitmap) 필드(741) 와 미디어접근슬롯(Media Access Slot)비트맵필드(743)

를 포함한다.

영역 비트맵 필드(741)는 예약된 미디어접근슬롯을 포함한 영역으로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역 비트맵 필드(741)의

비트(bit)값이 1로 세트된다면 대응하는 영역은 예약된 미디어접근슬롯을 포함한다.

미디어접근슬롯 비트맵필드(743)는 영역 비트맵 필드(741)에서 정의되는 영역내에서 미디어접근슬롯들이 DRP예약의 부

분(part)으로 구성될 수 있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DRP 제어필드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예약 필드(810)는 DRP의 종류로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0~3(811)까지 사용된 상태이므로 예약된 4~7(813)사

이의 아무 값이나 지정해서 정보공유구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보공유구간을 4로 정의해서 사용한다면 무선USB 호스트

장치나 무선USB 슬레이브장치는 4를 사용해서 공유DRP의 정보구성요소를 만들거나, 정보공유구간의 설정유무를 검색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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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상태필드(820)는 DRP 접속프로세스로 구성될 수 있는 데, 이는 DRP 접속프로세스의 충돌시나 접속시의 예약을 위

한 것이다. 예를 들어 무선USB에서는 항상 1의 값을 가지는 데 이는 DRP IE의 DRP 예약이 완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리즌코드필드(830)는 예약목표(reservation target)에 의해 사용될 수 있고, DRP예약 요청이 성공적인지 여부를 나타낼

수 있다.

스트림인덱스필드(840)는 전송된 데이터의 스트림을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질이 다른 데이터패킷의 주기일 경우

스트림인덱스필드(840)의 값이 예약된다.

예약 우선순위필드(850)는 상대적인 예약 우선순위로 세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질이 다른 데이터패킷의 주기일 경우

예약 우선순위필드(850)의 값이 예약된다.

예약 형태필드(860)는 DRP IE가 무선USB의 정보공유인지 여부를 나타낼 수 있다.

도 9는 무선USB 슬레이브장치의 접속요청메시지의 포맷 및 무선USB 호스트장치의 접속허가메시지의 포맷을 도시한 도

면이다.

무선USB 슬레이브장치의 접속요청메시지의 포맷(900)의 경우, 무선USB 헤더필드(910)는 MBOA MAC 0.95(Wireless

Universal Serial Bus Specification 표준 1.0)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존의 무선USB 헤더필드(rWUSB Header)로 구성될

수 있다.

b형태필드(920)는 메시지 종류로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보공유구간에 주고 받는 메시지가 현재는 무선USB 슬레이

브 장치의 접속요청메시지이지만 차후 더 확장해서 정의할 수 있다. b형태필드(920)의 값에 따라 따라오는 필드들의 구성

이 달라진다.

접속형태(930)는 b형태필드(920)의 값에 따라 접속요청메시지인지 접속허가메시지인지를 식별한다. 예를 들어 b형태필

드(920)가 0(zero)인 경우 무선USB 슬레이브장치의 접속요청을 나타낸다.

슬레이브장치정보(940)는 무선USB 슬레이브장치의 정보로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선USB 호스트장치의 화면에 접

속요청메시지를 전송한 무선USB 슬레이브장치의 정보를 표시한다. 화면에 문자로 표시하는 형태외에 아이콘, 기호, 신호

음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슬레이브장치클래스(950)는 무선USB 슬레이브장치의 클래스로 구성될 수 있다.

사용자이름(960)은 무선USB 슬레이브장치의 소유자의 이름으로 구성될 수 있다.

패스워드(970)는 무선USB 슬레이브장치의 소유자의 패스워드이다.

무선USB 호스트장치의 접속허가메시지의 포맷(990)의 경우, 호스트정보(980)는 무선USB 슬레이브장치에 디스플레이

(display)장치가 있을 경우 무선USB 호스트장치의 정보를 디스플레이(display)장치에 표시할 수 있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이상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는 본 발명이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

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무선USB 장치간의 접속 방법 및 시스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하나 혹은 그 이상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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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용자가 인터페이스가 지원되지 않는 무선USB 슬레이브장치를 포함하여, 무선USB 슬레이브장치와 무선USB 호

스트장치 상호간의 연결을 편리하게 완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사용자가 연결할 무선USB 슬레이브장치를 용이하게 실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무선USB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무선USB 호스트장치의 블록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무선USB 슬레이브장치의 블록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무선USB 호스트장치의 흐름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무선USB 슬레이브장치의 흐름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패킷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정보공유필드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DRP제어필드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9는 무선USB 슬레이브장치의 접속요청메시지의 포맷 및 무선USB 호스트장치의 접속허가메시지의 포맷을 도시한 도

면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관한 부호의 설명>

100: 무선USB 호스트장치

200: 무선USB 슬레이브장치

도면

도면1

등록특허 10-0678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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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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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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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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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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