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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본 발명은 무선 중계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무선 범용 직렬 버스 환경하에 호스트와 디바이스 간의 패킷 송수신에

있어서, 패킷을 중계하여 호스트와 디바이스 간의 무선 통신 영역을 확장하는 무선 중계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무선 중계 장치는 무선 USB 호스트로부터 채널 타임 할당 정보 및 데이터 전송의 방향에 관한 정

보가 포함되어 수신된 관리 패킷을 분석하는 관리 패킷 분석부와, 무선 USB 디바이스로부터 상기 관리 패킷에 대한 응답

으로 수신된 응답 패킷을 분석하는 응답 패킷 분석부와, 상기 분석된 관리 패킷 및 응답 패킷을 참조하여 상기 무선 USB

호스트 및 상기 무선 USB 디바이스 간에 전송되는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하는 제어부 및 상기 관리 패킷, 상기 응답 패킷

또는 상기 제어 결과에 따른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송수신부를 포함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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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 USB 호스트로부터 채널 타임 할당 정보 및 데이터 전송의 방향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수신된 관리 패킷을 분석하

는 관리 패킷 분석부;

무선 USB 디바이스로부터 상기 관리 패킷에 대한 응답으로 수신된 응답 패킷을 분석하는 응답 패킷 분석부;

상기 분석된 관리 패킷 및 응답 패킷을 참조하여 상기 무선 USB 호스트 및 상기 무선 USB 디바이스 간에 전송되는 데이터

의 흐름을 제어하는 제어부; 및

상기 관리 패킷, 상기 응답 패킷 또는 상기 제어 결과에 따른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송수신부를 포함하는 무선 중

계 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패킷은 무선 범용 직렬 버스 표준에서 정의되는 마이크로 스케줄 관리 커맨드(Micro scheduled Management

Command) 패킷을 포함하는 무선 중계 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패킷에 포함된 상기 무선 USB 호스트의 식별자를 변환하여 별도의 고유 식별자가 포함된 관리 패킷을 생성하는

관리 패킷 생성부를 더 포함하는 무선 중계 장치.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 패킷은 상기 별도의 고유 식별자가 포함된 관리 패킷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무선 USB 디바이스에 의하여 생성

된 무선 중계 장치.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송수신부는 상기 채널 타임 할당 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관리 패킷 또는 상기 응답 패킷을 송신하는 무선 중계 장치.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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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송수신부는 하나 또는 복수 개의 물리 계층(Physical Layer)에 의해 생성된 채널을 통하여 상기 관리 패킷, 상기 응답

패킷 또는 상기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무선 중계 장치.

청구항 7.

(a) 무선 USB 호스트로부터 채널 타임 할당 정보 및 데이터 전송의 방향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수신된 관리 패킷을 분석

하는 단계;

(b) 무선 USB 디바이스로부터 상기 관리 패킷에 대한 응답으로 수신된 응답 패킷을 분석하는 단계;

(c) 상기 분석된 관리 패킷 및 응답 패킷을 참조하여 상기 무선 USB 호스트 및 상기 무선 USB 디바이스 간에 전송되는 데

이터의 흐름을 제어하는 단계; 및

(d) 상기 관리 패킷, 상기 응답 패킷 또는 상기 제어 결과에 따른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무선 중

계 방법.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패킷은 무선 범용 직렬 버스 표준에서 정의되는 마이크로 스케줄 관리 커맨드(Micro scheduled Management

Command) 패킷을 포함하는 무선 중계 방법.

청구항 9.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패킷에 포함된 상기 무선 USB 호스트의 식별자를 변환하여 별도의 고유 식별자가 포함된 관리 패킷을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무선 중계 방법.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 패킷은 상기 별도의 고유 식별자가 포함된 관리 패킷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무선 USB 디바이스에 의하여 생성

된 무선 중계 방법.

청구항 11.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는 상기 채널 타임 할당 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관리 패킷 또는 상기 응답 패킷을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무선 중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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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는 하나 또는 복수 개의 물리 계층(Physical Layer)에 의해 생성된 채널을 통하여 상기 관리 패킷, 상기 응답

패킷 또는 상기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무선 중계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무선 중계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무선 범용 직렬 버스 환경하에 호스트와 디바이스 간

의 패킷 송수신에 있어서, 패킷을 중계하여 호스트와 디바이스 간의 무선 통신 영역을 확장하는 무선 중계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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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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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무선 네트워크는 크게 2가지의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도 1에서 도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억세스 포인트

(Access Point)(110)를 포함하는 무선 네트워크 형태가 있으며, 이를 '인프라스트럭쳐 모드(infrastructure mode)의 무선

네트워크'라고도 한다. 인프라스트럭쳐 모드(infrastructure mode)의 무선 네트워크는 무선 네트워크를 유선 네트워크와

연결하거나, 무선 네트워크에 속하는 무선 네트워크 장치들간에 통신을 하기 위하여 억세스 포인트(110)가 데이터 전달의

중계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인프라 스트럭쳐 모드의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가 억세스

포인트(110)를 거치게 된다.

무선 네트워크의 다른 형태로서, 도 2에서 도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억세스 포인트를 포함하지 않는 무선 네트워크 형태가

있으며, 이를 '애드 혹 모드(ad-hoc mode)의 무선 네트워크'라고도 한다. 애드 혹 모드(ad-hoc mode)의 무선 네트워크는

억세스 포인트와 같은 중계 장치를 거치지 않고, 단일의 무선 네트워크에 속하는 무선 네트워크 장치들이 서로에게 직접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애드 혹 모드의 무선 네트워크 형태는 다시 2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그 중 한가지는 단일의 무선 네트워크에 속하

는 무선 네트워크 장치들 중 임의로 선정된 무선 네트워크 장치가 다른 무선 네트워크 장치들에게 데이터 패킷을 전송할

수 있는 시간(이하, '채널 타임(channel time)'이라 한다)을 할당해 주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다른 무선 네트워크 장치

들은 자신에게 할당된 채널 타임에 데이터 패킷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이다.

그리고 애드 혹 모드의 무선 네트워크 형태 중 다른 한가지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무선 네트워크 장치가 존재하지 않

고, 모든 무선 네트워크 장치들이 상호 조율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데이터 패킷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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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가 필요하다. 무선 인터페이스로서 IrDA, 블루투스 등이 제품에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종래의 유선 인터페이스

중 하나인 범용 직렬 버스(Universal Serial Bus; USB)를 무선화하기 위한 무선 범용 직렬 버스(Wireless USB)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범용 직렬 버스의 장점을 간략히 설명하면, 직렬포트의 한계속도가 초당 100K도 안 되는데 반해 범용 직렬 버스는

12Mbps의 데이터 전송속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장치들 간의 인터페이스로서 범용 직렬 버스를 사용하면 복잡

한 어댑터들의 설치를 제거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범용 직렬 버스를 사용하면 주변 기기들을 PC와 연결할 때 소프트웨어

나 하드웨어를 별도로 설정할 필요 없으며, 모든 주변 기기를 동일한 접속기로 접속시키기 때문에 포트 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범용 직렬 버스는 설치가 간편하고, 휴대형 PC의 소형화를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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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범용 직렬 버스는 초광대역(Ultra Wide Band; UWB)의 물리적 주파수 대역에서 패킷을 송수신하는데, 그 무선 통신

영역은 약 10m로 한정된다. 즉, 무선 범용 직렬 버스 환경하에서 호스트는 10m 반경 내에 존재하는 디바이스에 대해서만

패킷을 송수신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USB가 마우스, 프린터, 모뎀 등과 같은 주변기기와 PC의 연결뿐만 아니라 캠

코더, 디지털 카메라 등과 같은 독립적인 디바이스들과 PC의 연결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무선 범용 직렬 버

스 환경에서 데이터 패킷의 무선 통신 영역의 확장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공개 특허 2004-203415(Wireless Transmission USB hub and Method)는 무선으로 연결된 USB 로직 허브(logic

hub)와 USB 리모트 허브(remote hub)를 통해 USB 호스트와 USB 허브 또는 USB 주변장치 간의 전송거리를 확장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USB 로직 허브 및 USB 리모트 허브에 유선으로 연결된 USB 호스트와 USB 주변장치 간의 전송거리를 확장

하기 위하여 USB 로직 허브와 USB 리모트 허브 간의 연결을 무선으로 치환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무선 USB 환경하에

서 즉, 무선 USB 호스트 및 무선 USB 주변장치 간의 전송거리를 확장하기 위한 방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무선 USB 호스트 및 무선 USB 주변장치 간의 전송거리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의 등장이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무선 범용 직렬 버스 환경하에 호스트와 디바이스 간의 패킷 송수신에 있어서, 패킷을 중계하여 호스트와 디바

이스 간의 무선 통신 영역을 확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목적들은 이상에서 언급한 목적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목적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당업

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무선 중계 장치는 무선 USB 호스트로부터 채널 타임 할당 정보 및

데이터 전송의 방향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수신된 관리 패킷을 분석하는 관리 패킷 분석부와, 무선 USB 디바이스로부터

상기 관리 패킷에 대한 응답으로 수신된 응답 패킷을 분석하는 응답 패킷 분석부와, 상기 분석된 관리 패킷 및 응답 패킷을

참조하여 상기 무선 USB 호스트 및 상기 무선 USB 디바이스 간에 전송되는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하는 제어부 및 상기 관

리 패킷, 상기 응답 패킷 또는 상기 제어 결과에 따른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송수신부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무선 중계 방법은 (a) 무선 USB 호스트로부터 채널 타임 할당 정보 및 데이터 전송의 방향에 관

한 정보가 포함되어 수신된 관리 패킷을 분석하는 단계와, (b) 무선 USB 디바이스로부터 상기 관리 패킷에 대한 응답으로

수신된 응답 패킷을 분석하는 단계와, (c) 상기 분석된 관리 패킷 및 응답 패킷을 참조하여 상기 무선 USB 호스트 및 상기

무선 USB 디바이스 간에 전송되는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하는 단계 및 (d) 상기 관리 패킷, 상기 응답 패킷 또는 상기 제어

결과에 따른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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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된 블록도의 각 블록과 흐름도

의 각 단계의 조합들은 컴퓨터 프로그램 인스트럭션들에 의해 수행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컴퓨터 프로

그램 인스트럭션들은 범용 컴퓨터, 특수용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의 프로세서에 탑재될

수 있으므로,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의 프로세서를 통해 수행되는 그 인스트럭션들이 블

록도의 각 블록 또는 흐름도의 각 단계에서 설명된 기능들을 수행하는 수단을 생성하게 된다. 이들 컴퓨터 프로그램 인스

트럭션들은 특정 방식으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를 지향할 수 있

는 컴퓨터 이용 가능 또는 컴퓨터 판독 가능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도 가능하므로, 그 컴퓨터 이용가능 또는 컴퓨터 판독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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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메모리에 저장된 인스트럭션들은 블록도의 각 블록 또는 흐름도 각 단계에서 설명된 기능을 수행하는 인스트럭션 수단

을 내포하는 제조 품목을 생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컴퓨터 프로그램 인스트럭션들은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

이터 프로세싱 장비 상에 탑재되는 것도 가능하므로,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 상에서 일

련의 동작 단계들이 수행되어 컴퓨터로 실행되는 프로세스를 생성해서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

싱 장비를 수행하는 인스트럭션들은 블록도의 각 블록 및 흐름도의 각 단계에서 설명된 기능들을 실행하기 위한 단계들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각 블록 또는 각 단계는 특정된 논리적 기능(들)을 실행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실행 가능한 인스트럭션들을 포함하는

모듈, 세그먼트 또는 코드의 일부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몇 가지 대체 실행예들에서는 블록들 또는 단계들에서 언급된

기능들이 순서를 벗어나서 발생하는 것도 가능함을 주목해야 한다. 예컨대, 잇달아 도시되어 있는 두 개의 블록들 또는 단

계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동시에 수행되는 것도 가능하고 또는 그 블록들 또는 단계들이 때때로 해당하는 기능에 따라 역순

으로 수행되는 것도 가능하다.

우선 도 3 내지 도 5를 참조하여 일반적인 유선 USB의 데이터 패킷 전송 방식과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무선 USB의 데

이터 패킷 전송 방식을 비교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이하 유선 USB를 줄여서 USB로 칭하기로 한다.

도 3은 USB의 데이터 전송 방식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USB에서의 통신은 크게, USB 호스트로부터 USB 디바이스에게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OUT 전송(310)과

USB 디바이스로부터 USB 호스트에게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IN 전송(320)으로 구분될 수 있다. 여기서

USB 호스트와 USB 디바이스간의 모든 통신은 USB 호스트의 폴(poll)을 통해서 수행된다.

예를 들어 OUT 전송(310)의 경우, USB 호스트가 통신하고자 하는 USB 디바이스에게 OUT 토큰 패킷(312)을 전송한다.

OUT 토큰 패킷(312)에는 채널 타임 할당 정보와 통신 방향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OUT 토큰 패킷(312)을 수신한

USB 디바이스는 USB 호스트로부터 데이터 패킷을 수신할 준비를 하게 되고, USB 호스트는 USB 디바이스에게 데이터

패킷(314)을 전송한다. 그 후 USB 디바이스는 데이터 전송 결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핸드셰이크(handshake) 패킷

(316)을 USB 호스트에게 전송한다.

한편 IN 전송(320)의 경우, USB 호스트가 통신하고자 하는 USB 디바이스에게 IN 토큰 패킷(322)을 전송한다. IN 토큰 패

킷(322)에는 채널 타임 할당 정보와 통신 방향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IN 토큰 패킷(322)을 수신한 USB 디바이스

는 데이터 패킷을 전송할 준비를 한 후, USB 호스트에게 데이터 패킷(324)을 전송한다. 그 후 USB 호스트는 데이터 전송

결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핸드셰이크 패킷(326)을 USB 디바이스에게 전송한다.

따라서 데이터 패킷(314)과 핸드셰이크 패킷(316)의 사이, 핸드셰이크 패킷(316)과 IN 토큰 패킷(322)의 사이, IN 토큰

패킷(322)과 데이터 패킷(324)의 사이 등에서 통신의 방향이 전환되므로 지연이 발생하게 된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무선 USB 시스템을 나타낸 도면이다.

무선 USB 시스템은 무선 USB 호스트(410), 하나 이상의 무선 USB 디바이스(420a 내지 420c, 430a 내지 430b) 및 무선

중계 장치(400)를 포함하며, 이들은 무선 USB 호스트(410)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클러스터를 구성한다. 무선 USB에서

는 무선 USB 호스트(410)가 하나 이상의 채널 타임 할당 정보를 포함하는 관리 패킷을 자신의 무선 통신 범위에 포함되는

무선 USB 디바이스들(420a 내지 420c)에게 브로드캐스팅(broadcasting)함으로써 무선 USB 디바이스들(420a 내지

420c)이 사용할 채널 타임 및 각 채널 타임에서의 통신 방향을 설정해준다. 이를 통해서 무선 USB 호스트(410)와 무선

USB 디바이스들(420a 내지 420c) 간의 통신은 시분할 다중 접속(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이하 TDMA라 한다)

방식으로 동작한다.

이 때, 무선 USB 호스트(410)의 무선 통신 영역을 벗어나서 존재하는 무선 USB 디바이스(430a 내지 430b)는 무선 USB

호스트(410)로부터 관리 패킷을 수신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무선 USB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무

선 USB 호스트(410)의 무선 통신 영역에 존재하는 무선 중계 장치(400)는 무선 USB 호스트(410)의 무선 통신 영역을 벗

어나서 존재하는 무선 USB 디바이스(430a 내지 430b)와 통신하여 무선 USB 호스트(410)와의 패킷 송수신을 중계한다.

따라서, 무선 중계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무선 USB 디바이스(430a 내지 430b)는 무선 중계 장치(400)의 무선 통신

영역 내에 존재하여야 하며, 복수 개의 무선 USB 디바이스(430a 내지 430b)가 무선 중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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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선 중계 장치(400)에는 하나 또는 복수 개의 물리 계층(Physical Layer)이 존재할 수 있는데, 하나의 물리 계층이

존재하는 경우 무선 중계 장치(400)는 무선 USB 호스트(410)로부터 수신한 관리 패킷에 명시된 채널 타임 할당 정보에 따

라 네트워크를 점유하여 무선 USB 디바이스(430a 내지 430b)와 송수신하고, 복수 개의 물리 계층이 존재하는 경우 물리

계층에 대응되는 별도의 채널을 이용하여 무선 USB 디바이스(430a 내지 430b)와 송수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복수 개의

물리 계층이 존재하는 경우 무선 중계 장치(400)는 하나의 물리 계층을 통하여 무선 USB 호스트(410)와 통신하고 나머지

물리 계층을 통하여 무선 USB 디바이스(430a 내지 430b)와 통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무선 USB에서의 데이터 전송 방식을 도 5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무선 USB 호스트(410)와 무선 중계 장치(400) 간의 데이터 통신을 스케줄링하는 MMC

의 원리는 보여주는 도면이다.

무선 USB 마이크로 스케줄 시퀀스(Micro-scheduled sequence)(500)는 하나의 MMC(Micro-scheduled Management

Command)(510)와 MMC에 기술된 이후(subsequent)의 채널 타임으로 구성된다. 무선 USB 는 무선 USB 트랜잭션 프로

토콜(Transaction Protocol)을 관리하기 위하여 마이크로 스케줄 시퀀스 구조(500)를 사용한다. MMC(510)는 무선 USB

채널을 유지하고 제어하기 위하여 호스트에 의해 사용된다. MMC(510)는 어플리케이션이 정의하는 관리 패킷이고 대부분

특정 정보 요소(Information Element)들로 구성된다.

도 5에 도시된 MMC(510)는 데이터 아웃(522)을 위한 채널 타임 슬롯 할당 정보 요소(512), 데이터 인(524)을 위한 채널

타임 슬롯 할당 정보 요소(514), 핸드셰이크 아웃(526)을 위한 채널 타임 슬롯 할당 정보 요소(516)를 포함하고 있다.

본 발명의 무선 중계 장치(400)는 무선 USB 호스트(410)와 무선 USB 디바이스 간의 데이터를 중계하기 위하여 MMC

(510)를 수신한 후에 이를 브로드캐스팅한다. 이에 따라, 무선 USB 호스트(410)의 무선 통신 영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무선 USB 디바이스(430a 내지 430b)도 무선 중계 장치(400)에 의해 브로드캐스팅된 MMC(510)를 수신할 수 있게 되며,

그에 따른 채널 타임을 할당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때, 무선 중계 장치(400)는 MMC(510)에 명시되어 있는 무선 USB 호스트(410)의 정보 요소 식별자(Information

Element Identifier)를 자신의 정보 요소 식별자로 수정한 후에 MMC를 브로드캐스팅한다. 이에 따라, 무선 USB 호스트

(410)의 무선 통신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무선 USB 디바이스들(420a 내지 420c)은 수신된 MMC가 무선 USB 호스트

(410)로부터 수신된 것인지 무선 중계 장치(400)로부터 수신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무선 USB 디바이스가 무선 중계 장치(400)에게 DNTS 메시지를 보내는 프로토콜을 보여

주는 도면이다.

종래의 무선 USB 통신에서의 흐름 제어는 버퍼 언더런(buffer underrun)이나 버퍼 오버런(buffer overrun) 상태를 막기

위해 사용되었다. IN 트랜잭션의 경우 무선 USB 호스트(410)의 IN 토큰에 대해 무선 USB 디바이스가 NAK(Negative

Acknowledgement) 핸드셰이크를 보냈다면 무선 USB 디바이스에서 무선 USB 호스트(410)로 보낼 데이터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또한, OUT 트랜잭션의 경우 무선 USB 호스트(410)가 보내는 OUT 토큰에 대해 무선 USB 디바이스

가 NAK 핸드셰이크를 보냈다면 무선 USB 디바이스가 무선 USB 호스트(410)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저장할 버퍼가 부족

하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흐름 제어 응답을 받으면 무선 USB 호스트(410)는 다음에 다시 IN 또는 OUT 토큰을 포함하는

MMC를 브로드캐스팅하여 무선 USB 디바이스와의 통신을 다시 시도하게 된다.

본 발명에서 무선 USB 호스트(410)와 무선 USB 디바이스는 직접 통신할 수 없으므로, 무선 USB 디바이스가 송신한

NAK 핸드셰이크는 무선 중계 장치(400)로 송신되고, 무선 중계 장치(400)는 이를 다시 무선 USB 호스트(410)로 송신한

다. 이 때, 무선 중계 장치(400)는 전송되는 핸드셰이크가 무선 USB 디바이스로부터 직접 전송되는 것이 아니라 무선 중

계 장치(400)에 의해 중계된 것임을 알리기 위하여 자신의 식별자를 포함하여 송신할 수도 있다.

그리고, 무선 USB 호스트(410)가 다시 IN 또는 OUT 토큰을 포함하는 MMC를 브로드캐스팅하게 되면 무선 중계 장치

(400)는 수신한 MMC에 명시되어 있는 무선 USB 호스트(410)의 정보 요소 식별자를 자신의 정보 요소 식별자로 수정한

후에 브로드캐스팅하고, 무선 USB 디바이스는 이를 수신한다.

이 때, 무선 USB 디바이스가 버퍼나 데이터가 준비되면 'Device Endpoints Ready'라는 알림(Notification)을 무선 중계

장치(400)로 전송하여 무선 USB 디바이스측의 버퍼나 데이터가 준비되었음을 무선 중계 장치(400)에게 알리고, 무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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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장치(400)는 이를 다시 무선 USB 호스트(410)로 전송한다. 이에 따라, 무선 USB 호스트(410)는 이후 알림을 전송한

무선 USB 디바이스를 위한 채널 타임을 할당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알림은 DNTS(Device Notification Time Slot)에 슬

롯된 알로하(Slotted aloha) 방식으로 전송된다.

도 6은 DNTS 구성의 일반적인 모델(600)로서, DNTS(620)는 개개의 무선 USB 디바이스들로 하여금 작고 비동기적인 알

림 메시지(notification message)를 무선 USB 호스트(410)로 전송하도록 허용하기 위하여 무선 USB 호스트(410)에 의

해서 할당된다. 무선 USB 호스트(410)는 MMC(610)에 DNTS 채널 타임 할당 정보(612)를 포함시킴으로써 자신의 통신

영역에 있는 무선 USB 디바이스들에게 DNTS를 직접 통지하고, 자신의 통신 영역에 있지 않는 무선 USB 디바이스들에

대해서는 무선 중계 장치(400)를 통하여 통지한다. DNTS는 논리적으로 균일한 크기의 메시지 슬롯들(622 내지 628)로

구조화된다.

DNTS 채널 타임 할당 정보(612)는 DNTS의 메시지 슬롯들(622 내지 628)의 개수를 포함한다.

USB 2.0은 하위 계층 프로토콜에 장착된 흐름 제어를 갖는다. 유선 USB 프로토콜의 경우 일단 디바이스가 흐름 제어 응

답(NAK)을 보내면 호스트가 상태 변화에 대하여 폴(poll)을 해야 한다. USB 호스트 컨트롤러는 데이터 스트림의 준비성

(data stream readiness)에 있어서의 변화에 대하여 자주 폴을 한다. 이러한 'busy-wait' 폴링은 무선 환경에서 가용 대역

폭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매우 비싼 방법이다. 따라서, 무선 USB는 흐름 제어 이벤트 이후에 데이터 스트림을 재개하기 위

하여 더 적은 대역폭을 소비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어떠한 구성 이벤트(configuration event) 이후에도 데이터 전송을 관

리하는 모든 엔드포인트들의 초기 상태는 '준비' 상태에 있다고 가정한다.

무선 USB 디바이스는 임의의 토큰 요청에 대해 흐름 제어 응답(flow control response)으로 응답할 수 있다. IN 엔드포인

트는 프로토콜 타임 슬롯 동안에 데이터 패킷 대신에 핸드셰이크 패킷 NAK를 반환할 것이다. OUT 엔드포인트는 데이터

단계 프로토콜 타임 슬롯 동안에 수신된 데이터 패킷을 확인(acknowledge)하기 위하여 항상 핸드셰이크 패킷을 반환한

다. OUT 핸드셰이크 패킷은 주요 필드로서 핸드셰이크의 종류를 나타내는 핸드셰이크 코드 필드와 ACK 코드 필드를 갖

는다.

일반적인 무선 USB 호스트(410)는 엔드포인트로부터 흐름 제어 응답을 수신하면, 현재 서비스되는 엔드포인트들의 활성

리스트(active list)로부터 엔드포인트 데이터 스트림을 제거한다. 무선 USB 디바이스의 엔드포인트가 데이터 스트림을

재개할 준비가 되면(이는 엔드포인트가 가용한 하나 이상의 최대 패킷 사이즈의 데이터나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

한다), 무선 USB 디바이스는 엔드포인트가 준비되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무선 중계 장치(400)를 통하여 무선 USB 호스

트(410)에 보내고, 무선 USB 호스트(410)는 다음 스케줄된 서비스 구간에 이 엔드포인트로의 트랜잭션 트래픽을 재개한

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관리 패킷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시된 무선 USB 표준 1.0 상의 마이크로 스케줄 관리 커맨드 패킷으로 구현된 예를 나타낸다. 도시된 MMC 패킷(700)은

MAC 프레임(미도시)으로 캡슐화될 수 있다. MMC 패킷(700)은 다음 번 MMC 패킷의 전송 시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MMC 헤더(710)와 하나 이상의 정보 요소를 포함하는 MMC 정보 요소(720 내지 730)를 포함할 수 있다.

MMC 정보 요소(720 내지 730) 중에서 무선 USB 채널 타임 할당 정보 요소(Wireless USB Channel Time Allocation

Information Element; 이하 WCTA IE라 한다) 필드(720)는 무선 USB 디바이스들에 대한 채널 타임 할당 정보를 포함한

다. 여기서 채널 타임 할당 정보는 도 5를 참조하여 설명한 데이터 아웃(522)을 위한 채널 타임 슬롯 할당 정보 요소(512),

데이터 인(524)을 위한 채널 타임 슬롯 할당 정보 요소(514), 핸드셰이크 아웃(526)을 위한 채널 타임 슬롯 할당 정보 요

소(516)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WCTA IE 필드(720)는 길이 필드(722), 정보 요소 식별자 필드(724) 및 채널 타임 할당 블록 그룹(726)

을 포함한다.

여기서, 길이 필드(722)는 WCTA IE 필드(720)의 크기를 나타내고, 정보 요소 식별자 필드(724)는 WCTA IE 필드(720)

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 정보를 포함한다.

채널 타임 할당 블록 그룹(726)은 무선 USB 디바이스들이 데이터 패킷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채

널 타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채널 타임 할당(WXCTA) 블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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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USB 표준 1.0에서는 무선 USB 디바이스 수신 채널 타임 할당 블록(WDRCTA 블록), 무선 USB 디바이스 송신 채널

타임 할당 블록(WDTCTA 블록) 및 무선 USB 디바이스 통지 채널 타임 할당 블록(WDNTSCTA 블록)으로 이루어지는 3가

지 종류의 채널 타임 할당 블록을 제시하고 있다.

MMC 정보 요소(720 내지 730) 중에서 무선 USB 호스트 정보 요소(Wireless USB Host Information Element; 이하

WHOSTINFO IE라 한다) 필드(730)는 고유 이름(unique name)으로 무선 USB 채널을 지시하기 위하여 무선 USB 호스

트(410)에 의해 사용된다.

WHOSTINFO IE 필드(730)는 길이 필드(732), 정보 요소 식별자 필드(734), 특성 필드(736) 및 연결 호스트 식별자 필드

(738)를 포함하여 구성되는데, MMC 패킷(700)에서 WCTA IE 필드(720) 이후에 위치하게 된다.

여기서, 길이 필드(732)는 WHOSTINFO IE 필드(730)의 크기를 나타내고, 정보 요소 식별자 필드(734)는 WHOSTINFO

IE 필드(730)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 정보를 나타내는데, 본 발명에서 무선 USB 호스트(410)에 의해 생성된 MMC 패킷

(700)은 식별 정보로서 WHOSTINFO_IE를 사용하는데, 이를 포함한 MMC 패킷(700)이 무선 중계 장치(400)에 의해 다

시 브로드캐스팅 되면 무선 USB 호스트(410)의 통신 범위에 존재하는 무선 USB 디바이스(420a 내지 420c)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무선 중계 장치(400)는 자신이 MMC 패킷(700)을 중계하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MMC 패킷(700)의 식별

정보를 WEXTENDERINFO_IE로 수정한 후에 MMC 패킷(700)을 브로드캐스팅한다.

특성 필드(736)는 무선 USB 호스트(410)에 의해 지원되는 기능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필드로서, 연결 가능(Connection

Availability) 필드, P2P-DRD(Peer to Peer Dual Role Devices) 가능 필드, MAC 계층 스트림 지시 필드 및 예비 필드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연결 가능 필드는 아직 연결되지 않은 무선 USB 디바이스들에게 어떤 종류의 결합(association)을 무선 USB 호스트(410)

가 지원하는지를 알려주는 필드로서, 재연결로 제한, 연결 및 재연결로 제한 및 연결, 재연결 및 새로운 연결 모두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된다.

P2P-DRD 가능 필드는 무선 USB 호스트(410)가 P2P-DRD를 지원하는지를 알려주는 필드이다.

MAC 계층 스트림 지시 필드는 무선 USB 디바이스로 하여금 전송하고자 하는 모든 패킷에 대하여 MAC 계층 헤더의 스트

림 지시 필드에 MAC 계층 스트림 지시 필드에 명시된 값을 입력하게 하는데 사용되는 필드로서, 전송률 및 채널 번호 등

이 포함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무선 중계 장치(400)에는 하나 또는 복수 개의 물리 계층이 존재할 수 있는데, 복수 개의 물리 계층이 존

재하는 경우 하나의 물리 계층을 통하여 무선 USB 호스트(410)와 통신하고 나머지 물리 계층을 통하여 무선 USB 디바이

스와 통신할 수 있다. 이 때, 무선 USB 디바이스(430a 내지 430b)와 통신하는 경우 무선 중계 장치(400)는 자신이 직접

MMC 패킷(700)을 생성하여 브로드캐스팅할 수 있는데, 이를 수신한 무선 USB 디바이스(430a 내지 430b)는 무선 중계

장치(400)에 의해 생성된 MMC 패킷(700)에 명시된 전송률, 채널 번호 및 채널 타임 할당 블록 등을 이용하여 무선 중계

장치(400)와 통신할 수 있다.

연결 호스트 식별자 필드(738)는 무선 USB 호스트(410)의 고유 식별자를 알려주는 것으로서, 무선 USB 디바이스(420a

내지 420c, 430a 내지 430b)는 특정 무선 USB 호스트를 검색할 때 연결 호스트 식별자 필드(738)를 확인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무선 중계 장치를 나타낸 블록도로서, 무선 중계 장치(400)는 관리 패킷 분석부(860), 관

리 패킷 생성부(870), 응답 패킷 분석부(810), 응답 패킷 생성부(820), 채널 타임 관리부(850), 송수신부(830) 및 제어부

(84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관리 패킷 분석부(860)는 송수신부(830)로부터 전달받은 관리 패킷을 해석하여 패킷 내의 무선 USB 디바이스(430a 내지

430b)를 위한 OUT 토큰, IN 토큰으로부터 무선 USB 디바이스(430a 내지 430b)에 요구되는 데이터 전송 방향에 대한 정

보와 해당 전송을 수행할 수 있는 채널 타임 할당 정보를 추출한다.

여기서, 관리 패킷은 무선 범용 직렬 버스 표준에서 정의되는 마이크로 스케줄 관리 커맨드(Micro scheduled

Management Command) 패킷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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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패킷 분석부(810)는 송수신부(830)로부터 전달받은 응답 패킷을 해석하여 데이터 전송 방향에 따른 무선 USB 디바

이스(430a 내지 430b)의 상태를 확인한다. 즉, 응답 패킷 분석부(810)는 데이터의 전송 방향이 무선 USB 디바이스(430a

내지 430b)에서 무선 USB 호스트(410)인 경우 무선 USB 디바이스(430a 내지 430b)로부터 전송될 데이터가 준비되었는

지를 확인하고, 데이터의 전송 방향이 무선 USB 호스트(410)에서 무선 USB 디바이스(430a 내지 430b)인 경우 무선

USB 디바이스(430a 내지 430b)가 수신할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 준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관리 패킷 생성부(870)는 무선 USB 호스트(410)로부터 수신한 관리 패킷을 수정하여 별도의 관리 패킷을 생성하는 역할

을 한다. 즉, 무선 USB 호스트(410)의 무선 통신 범위에 존재하는 무선 USB 디바이스의 혼동을 제거하기 위하여 관리 패

킷의 식별 정보를 WHOSTINFO_IE에서 WEXTENDERINFO_IE로 수정하는 것이다.

또한, 무선 중계 장치(400)에 복수 개의 물리 계층이 존재하는 경우 무선 중계 장치(400)는 무선 USB 호스트(410)와 통신

하지 않는 나머지 물리 계층을 통하여 무선 USB 디바이스(430a 내지 430b)와 통신할 수 있는데 이 때, 자신만의 고유한

관리 패킷을 생성하고 이를 브로드캐스팅하여 무선 USB 디바이스(430a 내지 430b)와 통신하게 된다. 이에 따라, 무선 중

계 장치(400)의 무선 통신 범위에 존재하는 무선 USB 디바이스들은 무선 중계 장치(400)에 의해 생성된 관리 패킷에 따라

채널 타임을 할당받고 데이터의 송신 또는 수신을 수행한다.

응답 패킷 생성부(820)는 무선 USB 디바이스(430a 내지 430b)로부터 수신한 응답 패킷을 수정하여 별도의 응답 패킷을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 즉, 무선 USB 호스트(410)로 하여금 전송되는 응답 패킷이 무선 중계 장치(400)로부터 전송되는

것임을 알리기 위하여 식별 정보를 수정하는 것이다.

관리 패킷 분석부(860)에 의해 추출된 정보 및 응답 패킷 분석부(810)에 의해 추출된 정보는 제어부(840)로 전달된다.

제어부(840)는 추출된 정보 즉, 분석된 관리 패킷 및 응답 패킷을 참조하여 무선 USB 호스트(410) 및 무선 USB 디바이스

(430a 내지 430b) 간에 전송되는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즉, 관리 패킷 생성부(870) 및 응답 패킷 생성부

(820)로 하여금 무선 중계 장치(400)의 고유한 식별자가 포함된 관리 패킷 및 응답 패킷을 생성하게 하는 것이다.

채널 타임 관리부(850)는 TDMA 방식으로 복수 개의 무선 USB 디바이스와의 데이터 송수신을 수행하기 위한 채널 타임

을 할당하는 역할을 한다. 즉, 무선 중계 장치(400) 고유의 관리 패킷을 생성하여 무선 USB 디바이스(430a 내지 430b)에

게 전송하는 경우 각 무선 USB 디바이스(430a 내지 430b)의 채널 사용 시간을 할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채널 타임

관리부(850)에 의해 할당된 채널 타임은 관리 패킷 생성부(870)로 전달되고, 관리 패킷에 포함되어 무선 USB 디바이스

(430a 내지 430b)로 전송된다.

송수신부(830)는 관리 패킷 생성부(870)에 의하여 생성된 관리 패킷, 응답 패킷 생성부(820)에 의하여 생성된 응답 패킷

또는 무선 USB 호스트(410)와 무선 USB 디바이스(430a 내지 430b) 간에 전송되는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역할

을 한다.

무선 USB의 물리 계층은 다중 대역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연합(Multiband OFDM Alliance; MBOA) 초광대역 물리 계층

(Ultra Wide Band Physical Layer) 표준에 따른다. 이에 따른 물리 계층은 53.3, 80, 106.7, 200, 320, 400 및 480 Mb/s

의 데이터 전송률 및 다중 채널을 지원한다. 또한, 물리 계층은 강력한 통신 채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절한 오류 검출과

보정 정책을 제공한다.

무선 USB 디바이스(430a 내지 430b)에 있어서 53.3, 106.7 및 200Mb/s의 전송률로 데이터를 송신하고 수신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나머지 80, 160, 320, 400 및 480 Mb/s의 전송률로 데이터를 송신하고 수신하는 것은 선택적이다. 무선

USB 호스트(410)는 송신과 수신에 대한 모든 데이터 전송률을 지원해야 하는데 본 발명에서는 무선 중계 장치(400)도 고

유 관리 패킷 및 데이터를 송신하고 무선 USB 디바이스로부터 응답 패킷 및 데이터를 수신하므로 무선 중계 장치(400)의

송수신부(830) 또한 송신과 수신에 대한 모든 데이터 전송률을 지원할 수 있다.

제어부(840)는 관리 패킷 분석부(860), 관리 패킷 생성부(870), 응답 패킷 분석부(810), 응답 패킷 생성부(820), 채널 타

임 관리부(850), 송수신부(830) 및 무선 중계 장치(400)의 전반적인 제어를 수행한다.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무선 중계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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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USB 호스트(410)와 무선 USB 디바이스(430a 내지 430b) 간의 관리 패킷, 응답 패킷 및 데이터를 중계하기 위하여

무선 중계 장치(400)의 송수신부(830)는 우선 소정의 패킷을 수신한다(S910). 이 때, 수신된 패킷은 무선 USB 호스트

(410)로부터 수신된 관리 패킷일 수 있으며, 무선 USB 디바이스(430a 내지 430b)로부터 수신한 응답 패킷일 수 있다. 이

에 따라, 무선 중계 장치(400)는 수신된 패킷이 관리 패킷인지 응답 패킷인지를 확인한다(S920). 여기서, 관리 패킷은 무

선 범용 직렬 버스 표준에서 정의되는 마이크로 스케줄 관리 커맨드(Micro scheduled Management Command) 패킷을

포함한다.

수신된 패킷이 관리 패킷인 경우 관리 패킷은 관리 패킷 분석부(860)로 전달되는데, 관리 패킷 분석부(860)는 송수신부

(830)로부터 전달받은 관리 패킷을 해석하여 패킷 내의 무선 USB 디바이스를 위한 OUT 토큰, IN 토큰으로부터 무선

USB 디바이스에 요구되는 데이터 전송 방향에 대한 정보와 해당 전송을 수행할 수 있는 채널 타임 할당 정보를 추출한다

(S930).

추출된 정보 즉, 분석된 관리 패킷은 제어부(840)로 전달되고, 제어부(840)는 전달 받은 관리 패킷을 참조하여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한다. 즉, 전달받은 패킷이 관리 패킷임을 확인한 후에 이를 관리 패킷 생성부(870)로 전달하는 것이다.

제어부(840)로부터 관리 패킷을 전달받은 관리 패킷 생성부(870)는 전달받은 관리 패킷을 수정하여 별도의 고유 관리 패

킷을 생성한다(S940). 이는 무선 USB 호스트(410)의 무선 통신 범위에 존재하는 무선 USB 디바이스(420a 내지 420c)의

혼동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리 패킷 생성부(870)는 관리 패킷에 포함된 무선 USB 호스트(410)의 식별자인

WHOSTINFO_IE를 무선 중계 장치(400)의 고유 식별자인 WEXTENDERINFO_IE로 수정한다.

이 때, 무선 중계 장치(400)에 복수 개의 물리 계층이 존재할 수도 있는데, 제어부(840)는 관리 패킷 생성부(870)로 하여

금 무선 중계 장치(400) 고유의 관리 패킷을 생성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무선 중계 장치(400)의 무선 통신 범위

에 존재하는 무선 USB 디바이스들(430a 내지 430b)은 관리 패킷 생성부(870)에 의하여 생성된 무선 중계 장치(400) 고

유의 관리 패킷에 따라 채널 타임을 할당받고 데이터의 송신 및 수신을 수행한다.

관리 패킷 생성부(870)에서 생성된 고유 관리 패킷이 송수신부(830)를 통하여 브로드캐스팅됨(S950)에 따라 무선 중계

장치(400)의 무선 통신 범위에 존재하는 무선 USB 디바이스(430a 내지 430b)는 고유 관리 패킷을 수신하게 되고, 고유

관리 패킷에 명시된 채널 타임에 따라 응답 패킷을 생성하여 송신한다.

이에 따라, 송수신부(830)는 무선 USB 디바이스(430a 내지 430b)에 의해 송신된 응답 패킷을 수신하고, 이를 응답 패킷

분석부(810)로 전달한다.

그리고, 응답 패킷 분석부(810)는 송수신부(830)로부터 전달받은 응답 패킷을 해석하여 데이터 전송 방향에 따른 무선

USB 디바이스(430a 내지 430b)의 상태를 확인한다(S960). 즉, 응답 패킷 분석부(810)는 데이터의 전송 방향이 무선

USB 디바이스(430a 내지 430b)에서 무선 USB 호스트(410)인 경우 무선 USB 디바이스(430a 내지 430b)로부터 전송될

데이터가 준비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데이터의 전송 방향이 무선 USB 호스트(410)에서 무선 USB 디바이스(430a 내지

430b)인 경우 무선 USB 디바이스(430a 내지 430b)가 수신할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 준비되었는지를 확인

하는 것이다.

추출된 정보 즉, 분석된 응답 패킷은 제어부(840)로 전달되고, 제어부(840)는 전달받은 응답 패킷을 참조하여 데이터의 흐

름을 제어한다. 즉, 전달받은 패킷이 응답 패킷임을 확인한 후에 이를 응답 패킷 생성부(820)로 전달하는 것이다.

제어부(840)로부터 응답 패킷을 전달받은 응답 패킷 생성부(820)는 전달받은 응답 패킷을 수정하여 고유 응답 패킷을 생

성한다(S970). 즉, 무선 USB 호스트(410)로 하여금 전송되는 응답 패킷이 무선 중계 장치(400)로부터 전송되는 것임을

알리기 위하여 전달받은 응답 패킷을 고유한 식별자가 포함된 응답 패킷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응답 패킷 생성부(820)에 의해 생성된 고유 응답 패킷은 송수신부(830)로 전달되고, 송수신부(830)는 전달받은 응답 패킷

을 무선 USB 호스트(410)로 송신한다(S980). 이에 따라, 무선 USB 호스트(410)는 수신된 응답 패킷을 확인하여 자신의

무선 통신 범위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무선 중계 장치(400)의 무선 통신 범위에 존재하는 무선 USB 디바이스(430a 내지

430b)를 위한 채널 타임 할당 정보가 포함된 관리 패킷을 브로드캐스팅한다.

무선 USB 디바이스(430a 내지 430b)의 채널 타임 할당 정보가 포함된 관리 패킷을 수신한 무선 중계 장치(400)는 이를

다시 자신의 고유 식별자가 포함된 관리 패킷으로 변환한 후에 브로드캐스팅하고, 이를 수신한 무선 USB 디바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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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a 내지 430b)부터 응답 패킷을 수신하여 자신의 고유 식별자가 포함된 응답 패킷으로 변환한 후에 무선 USB 호스트

(410)로 송신함으로써 무선 USB 호스트(410)와 무선 USB 디바이스(430a 내지 430b) 간의 데이터 통신을 중계한다

(S990).

이상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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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무선 중계 장치 및 방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하나 혹은 그 이상 있다.

무선 범용 직렬 버스 환경하에 호스트와 디바이스 간의 패킷 송수신에 있어서, 패킷을 중계하여 호스트와 디바이스 간의

무선 통신 영역을 확장하는 장점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인프라스트럭쳐 모드의 무선 네트워크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2는 애드 혹 모드의 무선 네트워크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은 유선 USB의 데이터 전송 방식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무선 USB 시스템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무선 USB 호스트와 무선 중계 장치 간의 데이터 통신을 스케줄링하는 MMC의 원리는 보

여주는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무선 USB 디바이스가 무선 중계 장치에게 DNTS 메시지를 보내는 프로토콜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관리 패킷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무선 중계 장치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무선 중계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관한 부호의 설명>

810 : 응답 패킷 분석부 820 : 응답 패킷 생성부

830 : 송수신부 840 : 제어부

850 : 채널 타임 관리부 860 : 관리 패킷 분석부

870 : 관리 패킷 생성부

도면

등록특허 10-0654465

- 12 -



도면1

도면2

도면3

등록특허 10-0654465

- 13 -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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