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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블루투스 디바이스에서 일시적인 접속을 줄이는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무선 통신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주위의 블루투스 디바이스 네임(name)을 얻을 시 일시적인 접

속(temporal connection)을 줄이는 블루투스 디바이스에서 일시적인 접속을 줄이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블루투스 디바

이스에서 일시적인 접속을 줄이는 방법은 복수개의 블루투스(Bluetooth) 디바이스간에 일시적인 접속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복수개의 블루투스 디바이스 중 제1 블루투스 디바이스가 다른 블루투스 디바이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b)

상기 제1 블루투스 디바이스가 존재가 확인된 블루투스 디바이스와 일시적인 접속을 통하여 네임을 획득하는 단계, (c) 소

정의 시간이 경과 후에 상기 제1 블루투스 디바이스가 다른 블루투스 디바이스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여 네임이 변경된 다

른 블루투스 디바이스에 대해서만 일시적인 접속을 통하여 변경된 네임을 획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FHS 패킷의 UNDEF 영역 변환에 따라 네임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블루투스 디바이스에 대해 일시적인 접속을 차단하

여 일시적인 접속 횟수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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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블루투스 디바이스 간 접속 장치의 일 실시 예를 보인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블루투스 디바이스에서 일시적인 접속을 줄이는 방법의 동작을 보이는 흐름도 이다.

도 3은 FHS 패킷의 포맷을 보인 도면이다.

도 4는 도 2에 따른 블루투스-맵 리스트를 보이는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무선 통신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주위의 블루투스 디바이스 네임(name)을 얻을 시 일시적인 접

속(temporal connection)을 줄이는 블루투스 디바이스에서 일시적인 접속을 줄이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블루투스는 각종 전자기기 간의 통신에 물리적인 케이블 없이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여 고속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

는 규격을 일컫는다. 현재 이동 통신 단말기를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통신 기능을 갖춘 단말기와 노

트북,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별도의 케이블이 필요하다. 그러나 블루투스가 상용화되면 기기 간의 데이터 통신이 무선

으로 이루어지며 블루투스 기능을 갖춘 디지털 카메라, 프린터 등 각종 기기에도 케이블 연결이 필요 없게 된다.

이러한 블루투스 통신환경에서 운영되는 장치간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연결(connection)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연결작업에는 RF동기를 맞추는 작업, 통신하고자 하는 장치에 구비되어 있는 링크 관리자간의 링크를 설정작업, 채널설정

과정을 거쳐야 양자간에 문자 데이터나 음성 등을 송수신할 수 있게 된다.

주변에 여러 블루투스 디바이스가 동작 중인 상태에서, 제1 블루투스 디바이스가 다른(2∼N) 블루투스 디바이스들과 데이

터 송/수신을 행하고자 할 때, 제1 블루투스 디바이스는 조회(inquiry) 동작을 통하여 제2∼N 블루투스 디바이스들로부터

어드레스를 얻게된다. 그러나 이 어드레스 만으로는 제1 블루투스 디바이스가 제2∼N 블루투스 디바이스들을 식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접속을 통하여 네임을 얻어야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2∼N 블루투스 디바이스들 중 네임이 바뀐 블루투스 디바이스가 있다면, 제1 블루투스 디바이스는 일

시적인 접속을 통해 바뀐 네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1 블루투스 디바이스는 수시로 제2∼N 블루투스 디

바이스들 모두를 조회 및 일시적인 접속을 통하여 네임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인 과제는 네임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블루투스 디바이스에 대해 일시적인 접속을 차단

하여 일시적인 접속 횟수를 줄이기 위한 블루투스 디바이스에서 일시적인 접속을 줄이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블루투스 디바이스에서 일시적인 접속을 줄이는 방법은 복수개

의 블루투스(Bluetooth) 디바이스간에 일시적인 접속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복수개의 블루투스 디바이스 중 제1 블루투

스 디바이스가 다른 블루투스 디바이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b) 상기 제1 블루투스 디바이스가 존재가 확인된

블루투스 디바이스와 일시적인 접속을 통하여 네임을 획득하는 단계; 및 (c) 소정의 시간이 경과 후에 상기 제1 블루투스

디바이스가 다른 블루투스 디바이스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여 네임이 변경된 다른 블루투스 디바이스에 대해서만 일시적인

접속을 통하여 변경된 네임을 획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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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블루투스 디바이스 간 접속 장치의 일 실시 예를 보인 도면이다.

도 1에 도시된 장치는 RF(radio frequency)를 가지는 F,A,B,C 블루투스 디바이스들(10∼13)로 구성된다. 도 1에서 F 블

루투스 디바이스(10)가 각각의 A,B,C 블루투스 디바이스들(11∼13)과 일시적으로 접속하여 네임을 획득한다고 가정한

다. 또한 이후에 나오는 블루투스 디바이스는 디바이스라고 표기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블루투스 디바이스에서 일시적인 접속을 줄이는 방법의 동작을 보이는 흐름도 이다.

도 2에 도시된 흐름도는 F 디바이스가 1차 조회를 수행하는 단계(20), A 다비이스의 어드레스 및 UNDEF 비트를 확인한

후에 일시적인 접속을 통하여 네임을 저장하는 단계(21), B 다비이스의 어드레스 및 UNDEF 비트를 확인한 후에 일시적

인 접속을 통하여 네임을 저장하는 단계(22), F 디바이스가 2차 조회를 수행하는 단계(23), A 디바이스의 어드레스 및

UNDEF 비트를 확인하는 단계(24), A 디바이스의 UNDEF 비트가 증가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25), A 디바이스와 일

시적인 접속을 통하여 변경된 네임을 저장하는 단계(26), B 디바이스의 어드레스 및 UNDEF 비트를 확인하는 단계(27), B

디바이스의 UNDEF 비트가 증가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28), B 디바이스와 일시적인 접속을 통하여 변경된 네임을 저

장하는 단계(29), C 디바이스의 어드레스 및 UNDEF 비트 확인 후에 일시적인 접속을 통하여 네임을 저장하는 단계(30)로

구성된다.

도 3은 FHS 패킷의 포맷을 보인 도면이다.

도 4는 도 2에 따른 블루투스-맵 리스트를 보이는 도면이다.

이어서, 도 1∼도 4를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F 디바이스(10)는 1차 조회를 수행한다(20단계).

F 디바이스(10)가 수행하는 조회 동작은 블루투스 펑션(function)의 한 가지로써, 주변에 어떤 디바이스가 존재하는지 알

아보는 동작이다. 여기서, F 디바이스(10)의 1차 조회 결과, A 및 B 디바이스(11,12)의 존재 여부를 확인했다고 가정한다.

F 디바이스(10)는 조회 시에 주변 디바이스에 조회를 알리기 위한 ID(identify) 패킷을 전송하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A 및

B 디바이스(11,12)는 F 디바이스(10)로 FHS(frequency hop synchronization) 패킷을 전송한다. 이때 F 디바이스(10)와

A 및 B 디바이스(11,12)는 동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1:1(F 디바이스(10)와 A 디바이스(11) 또는 F 디바이스(10)와 B 디

바이스(12)) 패킷 전송을 수행한다.

도 3에 F 디바이스(10)에 전송되는 FHS 패킷의 포맷이 도시되어 있다. FHS 패킷은 디바이스들 사이에서 어드레스와 전송

자의 클럭을 보이기 위한 특별한 제어 패킷이다. 도 3에서 34 비트의 Parity bits는 24 비트의 LAP와 함께 싱크를 나타내

는 영역이다. 24비트의 LAP(low address part), 8 비트의 UAP(upper address part) 및 16 비트의 NAP(non significant

address part)는 디바이스의 어드레스를 나타내는 영역이다. 2 비트의 UNDEF(undefine)는 말 그대로 아무 기능도 지정

되어 있지 않은 영역으로, 본 발명의 일시적인 접속의 횟수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비트이다. 2 비트의 SR(scan

repetition)과 2 비트의 SP(scan period)는 스캔 동작에 관한 영역을 나타내고, 24 비트의 Class of device는 디바이스의

종류(프린터 또는 카메라 등)를 나타내는 영역이다. 3 비트의 AM_ADDR(active member_address)은 마스터-슬레이브

(master-slave) 관계에서 현재 동작중인 슬레이브를 마스터에 할당해 주는 영역이다. 26 비트의 CLK27-2는 디바이스의

클럭 정보를 나타내는 영역이고, 3 비트의 페이지 스캔 모드(page scan mode)는 페이지 스캔에 대한 동작 모드를 나타내

는 영역이다.

F 디바이스(10)는 A 다비이스(11)의 어드레스 및 UNDEF 비트를 확인한 후에 일시적인 접속을 통하여 네임을 저장한다

(21단계).

F 디바이스(10)는 A 디바이스(11)에서 전송된 FHS 패킷을 수신하고 이중 LAP, UAP, NAP를 통하여 어드레스를 확인하

고 UNDEF를 통하여 네임이 변경되었는지 판단한다. UNDEF 비트가 이전에 저장된 것과 같은 경우 즉, 증가되지 않은 경

우에는 네임이 이전과 같고, 이 비트가 이전 값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네임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는

F 디바이스(10)가 1차 조회를 수행한 상태로 A 디바이스(11)의 UNDEF 비트는 증가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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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디바이스(10)는 A 디바이스(11)의 어드레스와 UNDEF 비트를 확인한 후에 A 디바이스(11)와 일시적인 접속을 통하여

네임을 저장한다. 일시적인 접속은 상대방을 호출(page)하여 접속한 뒤 필요한 LMP(link management protocol) 메시지

를 보내 원하는 정보만 얻고 끊는 모드를 의미한다. 여기서, A 디바이스(11)의 네임을 APPLE라고 가정한다.

F 디바이스(10)는 B 다비이스(12)의 어드레스 및 UNDEF 비트를 확인한 후에 일시적인 접속을 통하여 네임을 저장한다

(22단계).

F 디바이스(10)는 B 디바이스(12)에서 전송된 FHS 패킷을 수신하고 이중 LAP, UAP, NAP를 통하여 어드레스를 확인하

고 UNDEF를 통하여 네임이 변경되었는지 판단한다. 현재 F 디바이스(10)가 1차 조회를 수행한 상태로 B 디바이스(12)의

UNDEF 비트는 증가되지 않은 상태이다.

F 디바이스(10)는 B 디바이스(12)의 어드레스와 UNDEF 비트를 확인한 후에 B 디바이스(12)와 일시적인 접속을 통하여

네임을 저장한다. 여기서, B 디바이스(12)의 네임을 ORANGE라고 가정한다.

F 디바이스(10)는 2차 조회를 수행한다(23단계).

여기서, F 디바이스(10)의 2차 조회 결과, 이전의 A 및 B 디바이스(11,12) 이외에 C 디바이스(13)의 존재 여부를 확인했

다고 가정한다. F 디바이스(10)는 조회 시에 주변 디바이스에 조회를 알리기 위한 ID(identify) 패킷을 전송하고, 이에 대

한 응답으로 A,B,C 디바이스(11,12,13)는 F 디바이스(10)로 FHS(frequency hop synchronization) 패킷을 전송한다.

F 디바이스(10)는 A 디바이스(11)의 어드레스 및 UNDEF 비트를 확인한다(24단계).

F 디바이스(10)는 A 디바이스(11)에서 전송된 FHS 패킷을 수신하고 이중 LAP, UAP, NAP를 통하여 어드레스를 확인하

고 UNDEF를 통하여 네임이 변경되었는지 판단한다.

F 디바이스(10)는 전송된 A 디바이스(11)의 UNDEF 비트가 증가되었는지를 판단한다(25단계).

A 디바이스(11)의 UNDEF 비트가 증가된 경우에, F 디바이스(10)는 A 디바이스(11)와 일시적인 접속을 통하여 변경된

네임을 저장한다(26단계).

F 디바이스(10)가 A 디바이스(11)의 UNDEF 비트 확인 결과 이전 상태에서 증가되었음을 인지하여 A 디바이스(11)의 네

임이 변경되었음을 판단할 수 있다. 이를 판단한 F 디바이스(10)는 A 디바이스(11)와 일시적인 접속을 통해서 변경된 네

임을 저장한다. 여기서, A 디바이스(11)의 변경된 네임을 MELON 이라고 가정한다.

F 디바이스(10)는 전송된 A 디바이스(11)의 UNDEF 비트가 이전 상태 즉, 증가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는 A 디바이스

(11)와 일시적인 접속을 하지 않고 B 디바이스(12)의 어드레스 및 UNDEF 비트를 확인한다(27단계).

F 디바이스(10)는 전송된 B 디바이스(12)의 UNDEF 비트가 증가되었는지를 판단한다(28단계).

B 디바이스(12)의 UNDEF 비트가 증가된 경우에, F 디바이스(10)는 B 디바이스(12)와 일시적인 접속을 통하여 변경된 네

임을 저장한다(29단계).

F 디바이스(10)가 B 디바이스(12)의 UNDEF 비트 확인 결과 이전 상태에서 증가되었음을 인지하여 B 디바이스(12)의 네

임이 변경되었음을 판단할 수 있다. 이를 판단한 F 디바이스(10)는 B 디바이스(12)와 일시적인 접속을 통해서 변경된 네임

을 저장한다.

F 디바이스(10)는 전송된 B 디바이스(12)의 UNDEF 비트가 이전 상태 즉, 증가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는 B 디바이스

(12)와 일시적인 접속을 하지 않고 C 디바이스(13)의 어드레스 및 UNDEF 비트 확인 후에 일시적인 접속을 통하여 네임을

저장한다(30단계).

F 디바이스(10)는 C 디바이스(13)에서 전송된 FHS 패킷을 수신하고 이중 LAP, UAP, NAP를 통하여 어드레스를 확인하

고 UNDEF를 통하여 네임이 변경되었는지 판단한다. 그러나 현재 F 디바이스(10)의 2차 조회 결과 새로운 C 디바이스

(13)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상태로 C 디바이스(13)의 UNDEF 비트는 증가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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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디바이스(10)는 C 디바이스(13)의 어드레스와 UNDEF 비트를 확인한 후에 C 디바이스(13)와 일시적인 접속을 통하여

네임을 저장한다. 여기서, C 디바이스(13)의 네임을 GRAPE라고 가정한다.

도 4에는 이제까지 설명한 일시적인 접속방법의 디바이스 맵 리스트를 도시하고 있다. 도 4에서 Ⅰ 및 Ⅱ는 F 디바이스

(10)의 1차 조회로 주변에 A 디바이스(11) 및 B 디바이스(12)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FHS 패킷을 수신하는 상태이다.

Ⅲ과 Ⅳ는 F 디바이스(10)가 A 디바이스(11) 및 B 디바이스(12)의 UNDEF 비트가 증가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하고 일시

적인 접속을 통하여 네임(APPLE 및 ORAGE)을 저장한 상태이다.

Ⅴ는 F 디바이스(10)의 2차 조회로 주변에 A 디바이스(11), B 디바이스(12)외에 새로운 C 디바이스(13)가 존재함을 확인

함과 동시에, A 디바이스(11)의 UNDEF 비트가 이전 상태에서 증가된 것을 판단한 상태이다. 이때 B 디바이스(12)의

UNDEF 비트에는 변함이 없다.

Ⅵ는 F 디바이스(10)가 C 디바이스(13))의 UNDEF 비트가 이전 상태 즉, 증가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하고 일시적인 접속

을 통하여 네임(GRAPE)을 저장한 상태이다.

Ⅶ은 F 디바이스(10)가 A 디바이스(11)와 일시적인 접속을 통하여 변경된 새로운 네임(MELON)을 저장한 상태이다.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 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사상 내에서 당업자에 의한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FHS 패킷의 UNDEF 영역 변환에 따라 네임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블루투스 디바

이스에 대해 일시적인 접속을 차단하여 일시적인 접속 횟수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개의 블루투스(Bluetooth) 디바이스간에 일시적인 접속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복수개의 블루투스 디바이스 중 제1 블루투스 디바이스가 다른 블루투스 디바이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b) 상기 제1 블루투스 디바이스가 존재가 확인된 블루투스 디바이스와 일시적인 접속을 통하여 네임을 획득하는 단계; 및

(c) 소정의 시간이 경과 후에 상기 제1 블루투스 디바이스가 다른 블루투스 디바이스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여 네임이 변경

된 다른 블루투스 디바이스에 대해서만 일시적인 접속을 통하여 변경된 네임을 획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일시적인 접속

을 줄이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d) (c) 단계에서 또 다른 블루투스 디바이스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면 일시적인 접속을 통하여 상기 블루투스 디바이스의

네임을 획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일시적인 접속을 줄이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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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블루투스가 상기 다른 블루투스에 ID 패킷을 전송하고, ID 패킷을 수신한 상기 다른 블루투스 디바이스는 상기

제1 블루투스로 FHS 패킷을 전송함으로써 블루투스 디바이스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일시적인 접속을

줄이는 방법.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블루투스 디바이스는 상기 FHS 패킷 중 어드레스와 소정의 네임 변경 비트를 수신함으로써 블

루투스 디바이스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일시적인 접속을 줄이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에서 상기 제1 블루투스 디바이스는

상기 소정의 네임 변경 비트가 증가된 블루투스 디바이스에 대해서만 일시적인 접속을 통하여 변경된 네임을 획득하고, 상

기 소정의 네임 변경 비트가 이전 상태와 같은 블루투스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이전의 네임을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일시적인 접속을 줄이는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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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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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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