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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동 통신 단말기의 데이터 서비스 사용 이력 관리에 의한배터리 대기시간 증대 방법 및 그 장치

요약

본 발명은 이동 통신 단말기의 배터리 대기시간 증대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좀 더 상세하게는,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적어도 2 이상의 통신망 사이를 스위칭하며 음성 및/또는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는 이동 통신 단

말기에 있어서, 이용자의 통신망 사용 이력 관리에 의한 배터리 대기시간 증대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

명에 의해 이종 통신망을 모니터링하기위해 지속적으로 스위칭하는 하이브리드 동작을 최소화함으로써, 이동 통신 

단말기의 배터리 대기시간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복수의 IS-856 이동 통신 단말기의 하이브리드 동작을 최소화

함으로써, 데이터 전용 통신망인 EV-DO 통신망의 자원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CDMA 2000, 1x EV-DO, 음성, 데이터, 이동 통신 단말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CDMA 1x EV-DO 통신망을 도입한 CDMA 통신망 구조를 도시한 예시도.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배터리 대기시간 증대 방법이 실시되는 IS-856 이동 통신 단말기의 내

부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배터리 대기시간 증대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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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다른 실시예에 따른 배터리 대기시간 증대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 통신 단말기의 배터리 대기시간 증대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좀 더 상세하게는,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적어도 2 이상의 통신망 사이를 스위칭하며 음성 및/또는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는 이동 통신 단

말기에 있어서, 이용자의 통신망 사용 이력 관리에 의한 배터리 대기시간 증대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현재 무선 이동 통신은 2세대(circuit-switched network)에서 3세대(packet-switched network)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은 CDMAone(IS-95A)에서 CDMAone(IS-95B), 그리고 현재 CDMA 2000 1xRTT(IS-95C)(이하에서는 'CDM

A 1x'라 함)로 업그레이드되었다. 각각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비교해 보면, IS-95A는 최고 14.4 Kbit/s, IS-95B는 

최고 64 Kbit/s 그리고, 3세대 이동통신이라고 하는 CDMA 1x는 최고 144 Kbit/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갖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CDMA 1x는 3세대가 아닌, 2.5세대 통신망으로 인정되었다. 이는 CDMA 1x가 전송 속도의 측

면에서는 기존의 IS-95A 또는 IS-95B 통신망보다는 빠르나, ITU에서 결정한 3세대 통신망의 기준에는 미달되었기 

때문이다.

도 1은 CDMA 1x EV-DO 통신망을 도입한 CDMA 통신망 구조를 도시한 예시도이다.

CDMA 1x 통신망(20)의 부족한 데이터 전송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CDMA 1x EV-DO(30)(Evolution Data-only; 

이하 'EV-DO'라 함) 시스템이 개발되었으며, EV-DO 통신망(30)은 기존 IS-95A 또는 IS-95B 통신망(10) 및 CDM

A 1x 통신망(20)에 중첩되게 설치되어 사용된다. EV-DO 통신망(30)은 최고 2.4 Mbit/s(최저 600 Kbit/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가지며, 데이터 전용 통신망이다.

CDMA 1x 통신망(20)에 EV-DO 통신망(30)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CDMA 1x 통신망(20)은 음성 발착신을 담당

하고, EV-DO 통신망(30)은 데이터 송수신을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EV-DO 통신망(30)에서 동작 가능한 IS-856

에 따르는 이동 통신 단말기는 음성 호 송수신을 위해 기존 CDMA 1x 통신망(20)과 EV-DO 통신망(30)을 스위칭하

며 CDMA 1x 통신망의 페이징 슬롯(PAGING SLOT)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만 한다. 여기서, 페이징 슬롯 모니

터링은 이동 통신 단말기가 슬롯 모드(SLOT MODE)로 작동할 때 실시된다.

이동 통신 단말기는 CDMA 1x 통신망(20) 및 EV-DO 통신망(30)과의 주기적인 스위칭(이하에서는 '하이브리드 동

작'이라 함)으로 인해, 기존 이동 통신 단말기보다 전력 소모가 매우 증가하며, 이로 인해, 이동 통신 단말기의 대기시

간이 짧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종 통신망을 모니터링하기위해 지속적으로 스위칭하는 하이브리드

동작을 최소화함으로써, 이동 통신 단말기의 배터리 대기시간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동 통신 단말기의 데이터 서비스

사용 이력 관리에 의한 배터리 대기시간 증대 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복수의 IS-856 이동 통신 단말기의 하이브리드 동작을 최소화함으로써, 데이터 전용 통신망

인 EV-DO 통신망의 자원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동 통신 단말기의 데이터 서비스 사용 이력 관리에 의한 배터리

대기시간 증대 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르면,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2

이상의 통신망 사이를 스위칭하며 음성 및/또는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에서 실시되는 배터리 대기

시간 증대 방법에 있어서, 제1통신망으로부터 제2통신망 존재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제1통

신망으로부터 상기 제2통신망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판단 결과 상기 제2통신망이 존재하는 경우, 이용자의 

제2통신망 사용 이력을 조회하는 단계 및 조회 결과 상기 이용자가 제2통신망을 사용한 이력이 없는 경우, 이동 통신 

단말기의 송수신 모드를 제1통신망 전용 모드로 전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의 데이터 서비스 사용 

이력 관리에 의한 배터리 대기시간 증대 방법 및 그 장치가 제공된다.

여기서, 상기 제1통신망은 음성 전용 또는 음성 및 저속 데이터 통신망이고, 상기 제2통신망은 고속 데이터 전용 통신

망이며, 상기 제1통신망과 상기 제2통신망은 상호보완적으로 중첩되어 존재할 수 있는 통신망이다.

또한, 상기 제1통신망으로부터 제2통신망 존재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는, 임의의 기지국으로부터 

송출되는 파일럿 채널(Pilot Channel)중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로부터 가장 근접한 기지국에서 송출된 파일럿 채널에

동기화하는 단계; 및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송출되는 동기 채널(Sync Channel)로부터 상기 기지국과의 교신에 필요한

동기 채널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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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제1통신망으로부터 제2통신망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는, 상기 제1통신망으로부터 상기 제2통신망

이 중첩되어 있음을 알리는 지시자(Indicator)를 이용하여 상기 제2통신망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단계일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지시자는 동기 채널을 통해 송출되는 동기 채널 정보에 포함되어 있으며, 상기 제2통신망의 존재 여부를

표시하는 정보일 수 있다.

또한, 상기 이용자의 제2통신망 사용 이력을 조회하는 단계는,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의 내부 메모리에 저장된 상기 

제2통신망 사용 시간을 이용하여, 상기 이용자의 과거 제2통신망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일 수 있다.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의 데이터 서비스 사용 이력 관리에 의한 배터리 대기시간 증대 방법은, 판단 결과 제2통신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동 통신 단말기의 송수신 모드를 제1통신망 전용 모드로 전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전용 모드는 상기 제1통신망을 통해 제2통신망용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모드일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상술한 이동 통신 단말기의 데이터 서비스 사용 이력 관리에 의한 배터리 대기

시간 증대 방법을 수행하기 위하여 디지털 처리 장치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명령어들의 프로그램이 유형적으로 구현

되어 있으며 디지털 처리 장치에 의해 판독될 수 있는 기록매체가 제공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첨부된 도면을 참고로 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배터리 대기시간 증대 방법이 실시되는 IS-856 이동 통신 단말기의 내

부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IS-856 이동 통신 단말기는 제어부(100), RF 송수신부(110), 신호 처리부(120), 스피커(130), 마

이크로폰(140), 키 입력부(150), 표시부(160) 및 메모리(170)를 포함한다.

제어부(100)는 상기 IS-856 이동 통신 단말기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며, 특히, BREW(Binary Runtime Environ

ment for Wireless), GVM(Game Virtual Machine), XVM(eXtended Virtual Machine) 또는 KVM(Kilo Virtual Ma

chine)와 같은 무선 인터넷 플랫폼 및 게임, PIM(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브라우저 또는 메일 프로그램

과 같은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다.

상기 제어부(100)는 이용자에 의해 전원이 온(ON)되면, CDMA 1x 통신망으로부터 획득한 인디케이터를 통해 EV-D

O 통신망의 유무를 확인한다.

확인 결과, 상기 EV-DO 통신망이 존재하면, 상기 제어부(100)는 EV-DO 통신망과 접속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C

DMA 1x 통신망의 페이징 채널의 페이징 슬롯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이하 '하이브리드 스위칭 모드'라 함). 즉, 

EV-DO 통신망의 도입으로 인해, 음성 호와 데이터는 CDMA 1x 통신망과 EV-DO 통신망을 통해 각각 구분되어 서

비스된다.

확인 결과, 상기 EV-DO 통신망이 존재 하지 않으면, 상기 제어부(100)는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의 모드를 CDMA 1x

전용 모드로 전환하여 EV-DO 통신망과 접속하지 않고, 이로 인해 하이브리드 동작을 수행하지 않는다. 이후 음성 호

및 이용 자의 데이터 송수신 요구에 의한 음성 및 데이터 송수신은 CDMA 1x 통신망을 통해 수행된다.

RF 송수신부(110)는 상기 제어부(100)의 제어를 받으며, 안테나를 통해 기지국으로부터 음성 호 및 데이터를 수신하

고, 기지국으로 음성 호 및 데이터를 송신한다. 또한, 안테나를 통해 수신한 무선 음성 신호를 디지털 음성 신호로 변

환하여 출력하고, 신호처리부(120)로부터 입력된 디지털 음성 신호를 무선 음성 신호로 변환한다.

EV-DO 통신망이 존재하는 경우, 상기 RF 송수신부(110)는 상기 EV-DO 통신망 에 접속한 후, 일정 주기마다 CDM

A 1x 통신망의 페이징 슬롯을 모니터링하는 하이브리드 동작을 수행한다. 이에 반해, 상기 EV-DO 통신망이 존재하

지 않거나 또는 상기 제어부(100)의 제어에 의해, 상기 RF 송수신부(110)는 상기 CDMA 1x 통신망과 접속하여 페이

징 슬롯만을 모니터링한다.

신호 처리부(120)는 상기 제어부(100)의 제어를 받으며, 상기 RF 송수신부(110)로부터 입력받은 디지털 음성 신호를

아날로그 음성 신호로 복조하여 스피커(130)를 통해 출력하고, 마이크로폰(140)으로부터 입력받은 아날로그 음성 신

호를 디지털 음성 신호로 변조하여 상기 RF 송수신부(110)로 출력한다.

키 입력부(150)는 복수의 숫자키와 각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복수의 기능키로 구성된 키 패드와 스캔코드 발생부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키 입력부(150)의 일반적인 구성은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여기서는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표시부(160)는 상기 제어부(100)의 제어를 받는 액정 표시 장치(LCD)와 같은 표시 장치로서, 상기 IS-856 이동 통신

단말기의 상태나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을 표시한다.

메모리(170)는 상기 IS-856 이동 통신 단말기의 작동 제어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저장한다.

이하 도 2에 도시된 시스템 구성도를 이용하여 IS-856 이동 통신 단말기가 CDMA 1x 통신망 및 EV-DO 통신망에 

접속하는 일반적인 동작 과정을 설명한다.

상기한 구성으로 된 이동 통신 단말기는 사용자가 이동 통신 단말기의 전원을 온 시키게 되면, 상기 제어부(100)는 C

DMA 1x 통신망을 검색하기 위해 RF 송수신부(110)의 복조 주파수를 순차로 증가 또는 감소시키면서 안테나를 통해

수신되는 파일럿 채널(Pilot Channel)을 검색하며, 이와 동시에 입력되는 각 복조 신호의 레벨을 근거로 상기 이동 통

신 단말기가 소속되는 기지국을 파악하게 된다.

그리고, 제어부(100)는 기지국으로부터의 동기 채널(Sync Channel)을 수신하여 해당 기지국의 정보를 파악한 후, 해

당 기지국과의 동기를 맞추고, 동기 채널의 인디케이터(Indicator)로부터 EV-DO 통신망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E

V-DO 통신망이 존재하면, 상기 제어부(100)는 메모리(170)에 저장되어 있는 가입자 정보를 해당 기지국으로 송출함

으로써 CDMA 1x 통신망 및 EV-DO 통신망 등록 절차를 수행한다. 이후, 상기 제어부(100)는 지속적으로 EV-DO 

통신망과의 접속을 유지하며, 음성 호 연결을 위해, 주기적으로 CDMA 1x 통신망의 페이징 슬롯을 모니터링한다. 실

시예에 따라서, CDMA 1x 통신망 또는 EV-DO 통신망 중 어느 한 통신망에 대한 1회의 접속 절차를 통해 CDMA 1x

통신망과 EV-DO 통신망에 동시 접속 또는 순차적으 로 접속할 수도 있고, CDMA 1x 통신망 및 EV-DO 통신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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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에 대한 개별적 접속 절차를 걸쳐 동시 접속 또는 순차적으로 접속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EV-DO 통신망

이 CDMA 1x 통신망의 상위 계층으로 존재하므로 인해, EV-DO 통신망에 일단 접속(기지국 검색, 동기화 및 등록)하

면, 별도의 부가적인 접속 절차 없이도 CDMA 1x 통신망의 페이징 슬롯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전형적인 페이징 채널의 슬롯은 16에서부터 2048 타임 슬롯으로 배열되며 페이징 슬롯은 80m/s의 시간을 가진다. 

비 슬롯 모드에서, 이동 통신 단말기는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송신되는 페이징 채널의 모든 페이징 슬롯들의 메시지를

감시한다. 그러나, 슬롯 모드에서 이동 통신 단말기는 기지국으로부터 송신되는 페이징 채널의 페이징 슬롯의 일부 

메시지만을 선택적으로 감시한다. 즉, 이동 통신 단말기의 전력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동 통신 단말기의 수신기회로에

전력을 차단한다.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는 상기 기지국과 함께 슬롯 모드로 진행함으로써 배터리전원 공급 동작을 

확장할 수 있다.

만일, EV-DO 통신망이 존재하지 않으면, 상기 제어부(100)는 CDMA 1x 통신망 에 접속하기 위한 일반적인 등록 절

차를 수행한 후, 이후 이용자의 데이터 송수신 요청은 상기 CDMA 1x 통신망을 통해 서비스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배터리 대기시간 증대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단계 200에서, 이용자에 의해 전원이 온(ON)되면, 미리 저 장된 작동 프로그램에 의해 이동 통신 단

말기가 초기화된다.

단계 210에서, 임의의 기지국으로부터 송출되는 파일럿 채널(Pilot Channel)중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로부터 가장 근

접한 기지국에서 송출된 파일럿 채널에 동기화한다. 그리고,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송출되는 동기 채널(Sync Channel

)로부터 상기 기지국과의 교신에 필요한 동기 채널 정보를 수신한다.

단계 220에서, 동기 채널 정보에 포함된 인디케이터(Indicator)로부터 EV-DO 통신망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인디

케이터를 통한 확인 결과 EV-DO 통신망이 존재하면, 단계 230으로 진행한다. 인디케이터를 통한 확인 결과 EV-DO

통신망이 존재하지 않으면, 단계 250으로 진행한다.

단계 230에서, 이용자의 EV-DO 통신망 사용 이력을 조회한다. 이용자의 EV-DO 통신망 사용 이력은 이동 통신 단

말기 내부의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 통신용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시간을 근거로 판단될 수 있다. 즉, 이용자가 브라

우저나 메일 프로그램과 같이 EV-DO 통신망을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이용 시간을 메모리에 저장함으로

써, 이용자의 EV-DO 통신망 사용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상기 이용 시간은 총 누적 시간 또는 직전 사용 시간 중 어

느 하나일 수 있다. 또한, 다른 실시예에서, 메모리에 저장된 EV-DO 통신망을 통한 데이터 송수신 횟수를 근거로 이

용자의 사용 이력을 조회할 수도 있다.

단계 240에서, 조회 결과에 따라서, EV-DO 통신망 접속 이력이 존재하면, 단계 260으로 진행한다. EV-DO 통신망 

접속 이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단계 250으로 진행한다.

단계 250에서, 상기 이용자가 EV-DO 통신망을 사용한 이력이 없거나 또는 EV-DO 통신망이 존재하지 않으면,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의 모드는 CDMA 1x 전용 모드로 전환되어 CDMA 1x 통신망에 접속한다. 따라서,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가 EV-DO 통신망과 접속하지 않으므로, EV-DO 통신망과 CDMA 1x 통신망을 스위칭하는 하이브리드 동작

을 수행하지 않는다. 이후 음성 호 및 이용자의 데이터 송수신 요구에 의한 음성 및 데이터 송수신은 CDMA 1x 통신

망을 통해 수행된다.

단계 260에서, 상기 이용자가 EV-DO 통신망을 사용한 이력이 있으면,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는 EV-DO 통신망에 

접속하며, 이 후 음성 호 연결을 위해, 주기적으로 CDMA 1x 통신망의 페이징 슬롯을 모니터링한다. 페이징 슬롯 모

니터링 방법은 공지 기술이므로, 본 명세서에서는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다른 실시예에 따른 배터리 대기시간 증대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단계 300에서, 이용자에 의해 전원이 온(ON)되면, 미리 저장된 작동 프로그램에 의해 이동 통신 단

말기가 초기화된다.

단계 310에서, 임의의 기지국으로부터 송출되는 파일럿 채널(Pilot Channel)중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로부터 가장 근

접한 기지국에서 송출된 파일럿 채널에 동기화한다. 그리고,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송출되는 동기 채널(Sync Channel

)로부터 상기 기지국과의 교신에 필요한 동기 채널 정보를 수신한다.

단계 320에서, 동기 채널 정보에 포함된 인디케이터(Indicator)로부터 EV-DO 통신망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인디

케이터를 통한 확인 결과 EV-DO 통신망이 존재하면, 단계 330으로 진행한다. 인디케이터를 통한 확인 결과 EV-DO

통신망이 존재하지 않으면, 단계 350으로 진행한다.

단계 330에서, 이용자가 미리 설정한 EV-DO 통신망 접속 모드를 조회한다. 미리 설정된 EV-DO 통신망 접속 모드

는 이동 통신 단말기 내부의 메모리에 저장될 수 있다. 즉, (1) 이용자가 대기시간 증대를 위해 브라우저나 메일 프로

그램과 같이 EV-DO 통신망을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원하지 않거나, (2) 분실/도난 또는 (3) 다른 사용자의 

EV-DO 통신망 이용을 제한하려할 경우에, 미리 EV-DO 통신망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

단계 340에서, 조회 결과에 따라서, EV-DO 통신망 접속 모드가 접속 제한 상태일 경우에는 단계 360으로 진행한다.

EV-DO 통신망 접속 모드가 접속 허용 상태일 경우에는 단계 350으로 진행한다.

단계 350에서, EV-DO 통신망 접속 모드가 접속 제한 상태이거나 또는 EV-DO 통신망이 존재하지 않으면, 상기 이

동 통신 단말기의 모드는 CDMA 1x 전용 모드로 전환되어 CDMA 1x 통신망에 접속한다. 따라서, 상기 이동 통신 단

말기가 EV-DO 통신망과 접속하지 않으므로, EV-DO 통신망과 CDMA 1x 통신망을 스위칭하는 하이브리드 동작을 

수행하지 않는다. 이후 음성 호 및 이용자의 데이터 송수신 요구에 의한 음성 및 데이터 송수신은 CDMA 1x 통신망을

통해 수행된다.

단계 360에서, EV-DO 통신망 접속 모드가 접속 허용 상태이면,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는 EV-DO 통신망에 접속하

며, 이 후 음성 호 연결을 위해, 주기적으로 CDMA 1x 통신망의 페이징 슬롯을 모니터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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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많은 변형이 본 발명의 사상 내에서 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가능함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해 이종 통신망을 모니터링하기위해 지속적으로 스위칭하는 하이브리드 동

작을 최소화함으로써, 이동 통신 단말기의 배터리 대기시간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복수의 IS-856 이동 통신 단말기의 하이브리드 동작을 최소화함으로써, 데이터 전용 통신망인 EV-DO 통신망

의 자원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2 이상의 통신망 사이를 스위칭하며 음성 및/또는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에서 실시되는 배터리 대기시간 증대 방법에 있어서,

제1통신망으로부터 제2통신망 존재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제1통신망으로부터 상기 제2통신망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판단 결과 상기 제2통신망이 존재하는 경우, 이용자의 제2통신망 사용 이력을 조회하는 단계; 및

조회 결과 상기 이용자가 제2통신망을 사용한 이력이 없는 경우, 이동 통신 단말기의 송수신 모드를 제1통신망 전용 

모드로 전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의 데이터 서비스 사용 이력 관리에 의한 배터리 대기시간 증대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통신망은 음성 전용 또는 음성 및 저속 데이터 통신망이고, 상기 제2통신망은 고속 데이터 전용 통신망이며, 

상기 제1통신망과 상기 제2통신망은 상호보완적으로 중첩되어 존재할 수 있는 통신망인 이동 통신 단말기의 데이터 

서비스 사용 이력 관리에 의한 배터리 대기시간 증대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통신망으로부터 제2통신망 존재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는,

임의의 기지국으로부터 송출되는 파일럿 채널(Pilot Channel)중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로부터 가장 근접한 기지국에

서 송출된 파일럿 채널에 동기화하는 단계; 및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송출되는 동기 채널(Sync Channel)로부터 상기 기지국과의 교신에 필요한 동기 채널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의 데이터 서비스 사용 이력 관리에 의한 배터리 대기시간 증대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통신망으로부터 제2통신망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는,

상기 제1통신망으로부터 상기 제2통신망이 중첩되어 있음을 알리는 지시자(Indicator)를 이용하여 상기 제2통신망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단계인 이동 통신 단말기의 데이터 서비스 사용 이력 관리에 의한 배터리 대기시간 증대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지시자는 동기 채널을 통해 송출되는 동기 채널 정보에 포함되어 있으며, 상기 제2통신망의 존재 여부를 표시하

는 정보인 이동 통신 단말기의 데이터 서비스 사용 이력 관리에 의한 배터리 대기시간 증대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용자의 제2통신망 사용 이력을 조회하는 단계는,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의 내부 메모리에 저장된 상기 제2통신망 사용 시간을 이용하여, 상기 이용자의 과거 제2통신

망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인 이동 통신 단말기의 데이터 서비스 사용 이력 관리에 의한 배터리 대기시간 증대 방

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판단 결과 제2통신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동 통신 단말기의 송수신 모드를 제1통신망 전용 모드로 전환하는 단

계; 및

조회 결과 상기 이용자가 제2통신망을 사용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하이브리드 스위칭 모드로 전환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되,

상기 하이브리드 스위칭 모드는,

상기 제2통신망에 접속한 상태에서,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가 상기 제1통신망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송수신 모

드인 이동 통신 단말기의 데이터 서비스 사용 이력 관리에 의한 배터리 대기시간 증대 방법.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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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 모드는 상기 제1통신망을 통해 제2통신망용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모드인 이동 통신 단말기의 데이터 서비

스 사용 이력 관리에 의한 배터리 대기시간 증대 방법.

청구항 9.
제1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이동 통신 단말기의 데이터 서비스 사용 이력 관리에 의한 배터리 대기시간

증대 방법을 수행하기 위하여 디지털 처리 장치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명령어들의 프로그램이 유형적으로 구현되어 

있으며 디지털 처리 장치에 의해 판독될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10.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2 이상의 통신망 사이를 스위칭하며 음성 및/또는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에 있어서,

제1통신망으로부터 제2통신망 존재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수신하는 수 단;

상기 제1통신망으로부터 제2통신망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

판단 결과 상기 제2통신망이 존재하는 경우, 이용자의 제2통신망 사용 이력을 조회하는 수단; 및

조회 결과 상기 이용자가 제2통신망을 사용한 이력이 없는 경우, 이동 통신 단말기의 송수신 모드를 제1통신망 전용 

모드로 전환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의 데이터 서비스 사용 이력 관리에 의한 배터리 대기시간 증대 

장치.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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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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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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