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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AD-HOC 병용 무선 이동통신 기술에 관한 것으로, 특히, 본 발명에 따른 AD-HOC 병용 무선이동단말장치

는,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복수의 통신망에 선택적으로 접속할 수 있고, 해당 통신망을 거쳐 다른 무선이동단말장치와 

통신을 할 수 있으며, 무선이동단말장치는, AD-HOC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AD-HOC 주파수 도달거리내의 다른

무선이동단말장치 또는 접속 노드를 감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비컨 프로세싱부; 비컨 프로세싱부로부터 비컨신호의

감지결과 및 다른 무선이동단말장치 또는 접속 노드로부터 수신한 라우팅 정보에 따라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을 작성

하여 수시로 다른 무선이동단말장치 또는 접속노드로 전송하는 라우팅 프로세싱부; 라우팅 정보를 포함하는 AD-HO

C 프로토콜에 따라 데이터의 생성 및 이를 처리하는 데이터 프로세싱부; 라우팅 테이블에 따라 사용가능한 통신망을 

파악하여, 사용할 통신망을 결정하는 통신망 결정부;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복수의 이종 통신망과의 통신 및 다른 무선

이동단말장치와의 AD-HOC 통신을 지원할 수 있는 통신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 이종의 무선이

동통신망 사이의 수직적 핸드오프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례에 따른 AD-HOC 병용 무선이동단말장치의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례에 따른 AD-HOC 병용 무선이동단말장치의 통신계층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례에 따른 AD-HOC 병용 무선이동단말장치의 MAC 제어 부계층의 데이터 패킷 처리방법의 

흐름도.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례에 따른 MAC 제어헤더의 패킷 구성도.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례에 따른 AD-HOC 병용 무선이동통신 시스템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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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본 발명의 실시례에 따른 AD-HOC 병용 무선이동단말장치의 통신방법의 흐름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 중앙처리부 20 : 통신망 결정부

30 : GPS 수신부 40 : 메모리부

50 : I/O 인터페이스부 110 : 전달계층

120 : 네트워크 계층 130 : MAC 제어 부계층

210 : 서비스 분류자 220 : 서비스 스케쥴러

230 : 서비스 포워딩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AD-HOC 병용 무선이동통신 기술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AD-HOC 통신 및 복수의 이종의 무선

이동통신이 가능한 무선이동단말장치, 무선이동통신시스템, 및 통신방법에 관한 것이다.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이동통신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다. 그런데, 각 이동통신서비스에 따라 별도의 

통신망이 동일한 지역에 중첩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이동통신서비스마다 통신비용, 데이터 전송 용량, 접속환경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복수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각 이동통신서비스에 적합한 단말

기를 별도로 소지하여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중밴드(예를 들면, CDMA 및 GSM, 또는 CDMA 

및 WLAN등을 지원하는)를 사용한 단말기가 개발되어 있지만 특정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에서 선택 사용

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동통신서비스의 종류는 무선통달거리의 커버리지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역계층(Global Layer

)은 무선통달거리가 100 km 이상에 달하는 이동통신서비스로써 원거리의 지역간 또는 국가간 또는 대륙간 통신을 가

능하게 하 는 위성통신을 예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하위계층인 마크로 계층(Macro Layer)은, 무선통달거리가 약 3

km 정도의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IMT-200

0, W-CDMA, DVB(Digital Video Broadcasting),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 등을 사용하는 셀룰러 시스템,

무선통달거리가 2 내지 5 km 정도의 무선 데이터 전송 시스템인 LMDS(Local Multi-point Distribution Service), 

또는 무선통달거리가 30 Km 정도의 무선 데이터 전송 시스템인 MMDS(Multi-point Multi-channel Distribution Se

rvice)를 예를 들 수 있다. 다음의 하위계층인 마이크로 계층(Micro Layer)은 무선통달거리가 300 m 정도인 WLAN(

Wireless LAN), HIPERLAN(High Performance Radio LAN)를 예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하위 계층인 피코 계

층(Pico Layer)은 무선통달거리가 10 m 이내인 WPAN(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로써 Bluetooth, UWB(

Ultra Wide-Band) 또는 Wireless IEEE 1394들 예를 들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이동통신기술에 따르면, 상기와 같은 다양한 이동통신망은 이동단말기의 지리적인 이동에 따라 동일

한 이동통신망에서의 기지국 또는 액세스 포인트(이하, 통칭하여 '접속노드'라고 한다) 간의 이동시 끊어짐 없는 통신

을 지원하는 수평적 핸드오프(Horizontal Hand-off)만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무선랜 이용자가 이동

중인 경우, 현재 접속하고 있는 접속노드(Access Point)는 무선랜 이용자와 근접한 다른 접속노드가 있는 경우, 무선

랜 이용자의 트래픽을 새로운 접속노드로 핸드오프하게 되지만, 새로운 이동지역에 접속노드가 없는 경우, 무선랜 이

용자의 통신은 중단되게 된다. 특히, 무선랜과 같은 마이크로 계층은 무선통달거리가 짧기 때문에, 마크로 계층에 비

해 필요한 접속노드의 수가 현저히 많이 요구되므로, 접속노드를 다량 설치하지 않는 한 사용자의 무선랜 이용지역이

한정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무선랜 이용자가 무선랜 서비스외에 셀룰러 서비스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상기 무선랜

을 위한 접속노드는 없지만, 셀룰러 서비스를 위한 접속노드가 있는 지역이라도, 무선랜 사용중에 셀룰러 서비스로의

수직적 핸드오프(Vertical Hand-off)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다수의 이동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자체적으로 단일 또는 다중홉을 제공할 수 있는 AD-HOC 네트워크를 이용하

여 이종의 네트워크간의 통신이 가능한 기술에 대한 기술이 본 발명의 발명자에 의해 'AD-HOC 네트워크 범용 무선

이동통신 시스템, 통신장치 및 통신방법(대한민국 특허출원 제10-2002-0018049호)'이라는 제목으로 출원된 바 있

다. 상기 특허에 의하면, 통신장치는 고정 통신설비를 이용한 통신 및 AD-HOC 네트워크를 경유한 통신이 가능한 장

점이 있으나, 역시, 이종의 네트워크간의 수직적 핸드오프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통의 AD-HOC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통신을 수행함으로써 이

종의 무선이동통신망간의 수직적 핸드오프가 가능한 무선 이동단말장치, 무선 이동통신 시스템 및 통신방법을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관점에 따르면, 위성과의 통신이 가능한 위성 지구국 또는 초소형 양방향 위성단말장치인 VSAT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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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할 수 있는 무선이동단말장치, 무선이 동통신 시스템 및 통신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다른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관점에 따르면, 이동단말장치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GPS 통신 신호 또는 인접 이동단말장치로부터 수

신된 비컨신호로부터 추출하여 이종의 무선이동통신망간의 효율적인 라우팅이 가능한 무선이동단말장치, 무선이동

통신 시스템 및 통신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다른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복수의 통신망에 선택적으로 접속할 수 있고, 상기 통신망을 거

쳐 다른 이동단말장치와 통신을 할 수 있는 본 발명에 따른 AD-HOC 병용 이동단말장치는, AD-HOC 네트워크를 형

성하기 위해 AD-HOC 통신 주파수 도달거리내의 다른 이동단말장치 또는 접속 노드를 감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비

컨 프로세싱부; 상기 비컨 프로세싱부로부터 감지결과 및 다른 이동단말장치 또는 접속 노드로부터 수신한 라우팅 정

보에 따라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을 작성하여 수시로 상기 다른 이동단말장치 또는 접속노드로 라우팅 정보를 전송하

는 라우팅 프로세싱부; 상기 라우팅 테이블을 포함하는 AD-HOC 프로토콜에 따라 데이터를 생성 및 처리하는 데이터

프로세싱부; 상기 라우팅 테이블에 따라 사용가능한 통신망을 파악하여, 사용할 통신망을 결정하는 통신망 결정부;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복수의 이종 통신망과의 통신 및 다른 이동단말장치와의 AD-HOC 통신을 지원할 수 있는 통신

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하나 이상의 통신시스템에 각각 접속할 수 있는 복수의 데이터 링크 계층 및 물리계층을 포함하는 본 발명에 따

른 AD-HOC 병용 무선이동단말장치는, 상 기 복수의 데이터링크 계층 및 물리계층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AD-H

OC 통신 프로토콜에 따른 MAC 제어 헤더를 상위계층으로부터 전송된 통신패킷에 포함시키며, 다른 단말장치로부터

의 AD-HOC 통신 프로토콜에 따라 수신되는 통신패킷을 중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MAC 제어 부계층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AD-HOC 병용 다중 무선 이동통신 시스템은, 접속노드를 통해 이동단말장치와 접속하고, 이동

단말장치의 데이터 통신을 중계하며, AD-HOC 프로토콜에 따라 데이터를 라우팅할 수 있는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복

수의 통신망;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상기 각 통신망의 접속노드 및 다른 이동단말장치에 직접 접속하여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할 수 있고, 통신환경에 따라 통신중에 상기 각 통신망에 해당하는 통신 프로토콜에 따라 상기 통신망의 접

속노드 중 어느 하나 또는 다른 이동단말장치에 선택적으로 접속되며, AD-HOC 프로토콜에 따라 수시로 자신이 접

속할 수 있는 상기 접속노드 또는 다른 이동단말장치와 관련된 라우팅 테이블을 갱신하여 상기 접속노드 및 다른 이

동단말장치에 방송할 수 있는 이동단말장치를 포함하여 구성되되; 상기 복수의 통신망은 접속된 이동단말장치가 현

재 통신중인 제 1 통신망에서 다른 제 2 통신망에 접속하는 경우, 상기 제 1 통신망은 상기 이동단말장치의 데이터 통

신을 상기 제 2 통신망으로 라우팅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접속할 수 있는 통신망 및 인접 이동단말장치를 검색하여 라우팅 테이블을 생성하고, 접속할 통신망을 

결정하는 제 1 단계; 전송할 데이터 패킷에 AD-HOC 프로토콜에 따른 MAC-제어 헤더를 첨부시키는 제 2 단계; 상

기 제 1 단 계에서 결정한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물리계층을 통해 상기 통신망에 접속하고, 접속할 수 있는 통신망

이 없는 경우 인접한 다른 이동단말장치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AD-HOC 물리계층을 통해 상기 다른 이동단말장치에

접속하는 제 3 단계; 상기 제 3 단계에서 접속한 통신망 또는 다른 이동단말장치와의 접속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

고, 라우팅 테이블을 갱신하는 제 4 단계; 상기 접속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현재 접속하고 있는 통신망 

또는 다른 이동단말장치를 제외한 다른 통신망 또는 다른 이동단말장치에 접속하는 제 5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상술한 목적 및 기타의 목적과 본 발명의 특징 및 이점은 첨부된 도면과 관련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보다 분

명해 질 것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례에 따른 AD-HOC 병용 무선이동단말장치를 도시하는 구성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

명의 실시례에 따른 무선이동단말장치는 중앙처리부(10), 통신망 결정부(20), 복수의 통신부(22,24,26), 메모리부(40

), I/O 인터페이스부(50), 출력부(52), 및 입력부(54)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본 발명에 따른 무선이동단말장치는 하나

의 통신부만 구비하는 종래의 이동단말기와는 달리 적어도 두 개 이상의 통신부(22,24) 및 AD-HOC 통신부(26)를 

포함하기 때문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이종의 통신망에 선택적으로 접속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종의 통신망을 거치

지 않고 해당 이동단말장치와 AD-HOC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다른 이동단말장치와 직접 통신할 수 있다.

중앙처리부(10)는 이용자로부터의 입력을 음성 및 데이터 통신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하여 통신부(22,24,26)로 전송

하는 기능 및 통신부로부터 수신한 음성 및 데이터 패킷을 사용자에게 출력되기 적합한 형태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

하며, 각 구성요소를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중앙처리부(10)는 AD-HOC 통신에 필수적인 비컨 프로세싱부

(16)를 포함하는데, 비컨 프로세싱부(16)는 AD-HOC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AD-HOC 통신부(26)가 사용하는 

주파수 도달거리내의 다른 이동단말장치 또는 다른 통신망내의 접속 노드를 감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AD-HOC 통

신기능을 구비하는 이동단말장치들은 간헐적으로 비컨신호를 각각 방송하여 자신의 위치, 단말장치가 보유한 잔여 

전력, 이동정도 등의 정보를 알림으로써, 시시각각 변화하는 네트워크의 연결상태를 반영하여 AD-HOC 네트워크의 

라우팅 테이블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본 발명에 따른 비컨 프로세싱부(16)는 종래의 AD-HOC 단말장치와는 달리, 인접한 이동단말장치로부터의 

비컨신호 뿐만 아니라, 예컨대, 셀룰러 시스템의 기지국 또는 무선랜 시스템의 액세스 포인트와 같이 이동단말장치와

무선으로 연결되는 각 통신시스템의 종단(이하, 접속노드라고 한다)으로부터 방송되는 비컨신호 역시 입력받음으로

써 인접 이동단말장치 뿐만 아니라 해당 통신망의 접속 노드를 감지할 수 있다. 비컨신호는 통상 해당 통신서비스에 

할당된 주파수와 동일한 주파수로 방송되기 때문에, 예컨대 제 1 주파수 통신부(22)가 셀룰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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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 2 주파수 통신부(24)가 무선랜에 접속할 수 있는 경우, 비컨 프로세싱부(16)는, 셀룰러 시스템의 기지국으로부

터의 비컨신호는 제 1 주파수 통신 부(22), 무선랜 액세스 포인트로부터의 비컨신호는 제 2 주파수 통신부(24), 인접

한 이동단말장치로부터의 비컨신호는 AD-HOC 통신부(26)를 통해 각각 입력받는다.

중앙처리부(10)는, 비컨 프로세싱부(16)로부터 비컨신호 감지결과 및 다른 이동단말장치 또는 접속 노드로부터 수신

한 라우팅 정보에 따라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을 작성하여 수시로 상기 다른 이동단말장치 또는 접속노드로 전송하는 

라우팅 프로세싱부(16)를 포함한다. 통상의 AD-HOC 단말장치와 마찬가지로, 본 발명에 따른 무선이동단말장치는 

라우팅 프로세싱부(16)를 포함함으로써, 시시각각 변화하는 AD-HOC 네트워크의 연결상태의 변화에 따른 라우팅 테

이블을 갱신한다. 그런데, 본 발명에 따른 라우팅 프로세싱부(16)는 종래의 AD-HOC 단말장치와는 달리, 인접한 이

동단말장치 뿐만 아니라, 해당 이동단말장치가 구비하는 복수의 통신부와 통신할 수 있는 접속노드의 위치 및 연결가

능 여부를 라우팅 테이블에 포함함으로써, 이종의 통신시스템 간의 수직적 핸드오프가 가능하다.

바람직하게는 무선이동단말장치는 메모리부(40)를 더 포함하여 해당 이동단말장치의 라우팅 프로세싱부(16)에서 생

성된 라우팅 테이블을 메모리부(40)에 저장할 수 있다. 메모리부(40)는 또한, 인접 이동단말장치 또는 접속노드에서 

전송되는 라우팅 정보를 저장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라우팅 테이블과 관련하여, 각 이동단말장치와의 라우팅은 논리적인 위치관계 뿐만 아니라 물리

적인 위치관계를 고려할 수 있다. 해당 이동단말장치와 인접 이동단말장치 또는 접속노드와의 물리적인 위치관계는 

전송시 소요되는 전력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라우팅 테이블은 각 이동단말장치 및 접속노드의 위치정보를 

포함함으로써, 라우팅 경로 또는 통신시스템의 선택시 최인근의 이동단말장치 또는 접속노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해당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생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제안된다. 첫 번째는 GPS 수신부(30)를 이

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인접 이동단말장치 및 접속노드로부터 수신되는 비컨신호의 크기를 측정하여 상대적인 

위치관계를 생성하는 방법이다. 먼저, GPS 수신부(30)를 이용하는 방법은, 해당 이동단말장치는 GPS 위성을 통해 자

신의 현재 위치를 GPS 정보로 수신받을 수 있는 GPS 수신부(30) 및 GPS 정보를 통신에 적합한 형태의 위치정보로 

변환하는 GPS 프로세싱부(18)를 더 포함하여, 통신부(22,24,26)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 패킷에 위치정보를 추가함

으로써, 해당 이동단말장치의 현재 위치를 인접 이동단말장치 및 접속노드로 전송한다. 또한, 해당 이동단말장치는 인

접 이동단말장치 또는 접속노드에서 수신되는 데이터패킷에 포함된 위치정보를 추출함으로써, 인접 이동단말장치 및

접속노드의 위치를 파악하여 라우팅 테이블을 작성할 수 있다.

비컨신호를 이용하는 방법은, 비컨 프로세싱부(16)가 인접 이동단말장치 및 접속노드에서 수신되는 비컨신호의 세기

의 변화를 알려진 전파삼각 측량기법 등을 이용하여 측정함으로써, 해당 이동단말장치의 근사적인 위치관계와 이동

속도 등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의 경우, 추가적인 GPS 수신부와 같은 구성을 요하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절대

적인 위치관계를 알 수 없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인접 이동단말장치 또는 접속노드 중 하나 이상에서 수신되는 데이

터패킷에 GPS 정보와 같은 절대적인 위치정보가 포함된 경우, 상기 정보를 기초로 하여 근사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중앙처리부(10)는 또한, 라우팅 테이블을 포함하는 AD-HOC 프로토콜에 따라 데이터를 생성 및 처리하는 데이터 프

로세싱부(12)를 포함한다. 데이터 프로세싱부(12)에 의해 통신부(22,24,26)로 전송되는 모든 음성 및 데이터 패킷은 

공통된 AD-HOC 프로토콜에 따르기 때문에, 이동단말장치가 셀룰러 시스템에 접속된 상태에서도, 네트워크의 변화

에 따라 유연하게 무선랜 등의 이종의 네트워크로 핸드오프되나, 인접 이동단말장치를 통한 AD-HOC 네트워크로의 

핸드오프도 가능하다. AD-HOC 프로토콜에 따른 데이터 패킷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도 3 및 도 4와 관련하여 후술한

다.

통신망 결정부(20)는 라우팅 테이블에 따라 사용가능한 통신망을 파악하여, 사용할 통신망을 결정한다. 바람직하게

는, 사용자는 미리 복수의 접속가능한 통신망 중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동단말장치가 셀룰러 시스

템과 무선랜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는 패킷당 통신비가 저렴한 무선랜 시스템에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통신망 결정부(20)는 현재 이동단말장치의 위치에서 셀룰러 시스템의 접속노드(기지국) 및 무선랜 

시스템의 접속노드(액세스 포인트)에 모두 접속할 수 있다면, 우선적으로 무선랜 시스템에 접속하도록 통신망을 결정

하고, 이동단말장치가 셀룰러 시스템에 접속하여 통신을 계속하고 있는 중에도 이동단말장치의 위치이동에 따라 무

선랜 시스템의 접속노드에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무선랜 시스템에 접속하도록 제어한다.

통신부(22,24,26)는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복수의 이종 통신망과의 통신 및 다른 이동단말장치와의 AD-HOC 통신을 

지원할 수 있다. 예컨데, 제 1 주파수 통신부(22)가 셀룰러 통신모듈이고, 제 2 주파수 통신부(24)는 무선랜 통신모듈

인 경우, 통신망 결정부(20)에 의해 사용될 통신모듈이 결정되면, 중앙처리부(10)에서 기저대역 신호로 처리된 신호

를 각각의 통신시스템에 적합한 방법으로 변조하여 해당 통신망의 접속노드로 전송한다. 이 경우 제 1 주파수 통신부

를 이용하는 경우나 제 2 주파수 통신부를 이용하는 경우 전송될 음성 및 데이터패킷은 동일하나, 다만 선택된 통신망

에 적합한 신호로 변조된다. 도 1에서는 각각의 통신부는 별도의 안테나를 구비하는 것으로 도시되었으나, 스마트 안

테나와 같이 복수의 주파수 통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실시례에서는 두 개의 이종의 통신망 및 AD-HOC 통신망을 지원하는 통신부가 예시되어 있으나, 반드시 두 개의 

이종의 통신망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세 개 이상의 주파수 통신부를 사용함으로써 선택 가능한 접속 통신망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제 1 주파수 통신부 및 제 2 주파수 통신부는 각각 이종의 통신망에 사용되는 통신모듈로 구현이 

가능하며, 이동단말장치가 사용될 지역에서 널리 쓰이는 통신망과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예컨대, 블루투스, UW

B, 및 Wireless IEEE 1394와 같은 WPAN, IEEE 802.11, 및 HIPER LAN과 같은 WLAN 뿐만 아니라 CDMA, GSM,

Cellualr, DVB, DAB, WCDMA, CDMA2000, LMDS, MMDS, 위성통신과 같은 다양한 통신망 중 적어도 두 개 이상

을 선택하여 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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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인터페이스부(50)는 이동단말장치가 수신한 음성 및 데이터 패킷을 사용자에게 출력하는 출력부(52) 및 사용자

로부터의 입력을 수신하는 입력부(54)와 중 앙처리부(10)간의 데이터 통신을 중계한다. 입력부(54)는 사용자의 음성 

또는 데이타를 입력받는 마이크 또는 사용자의 키입력을 입력받는 조작키 등의 입력장치로 구성되며, 출력부(52)는 

음성을 출력하는 스피커, 문자 및 영상 데이터를 출력하는 표시부등으로 구성된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례에 따른 이동단말장치의 OSI(Open System Interconnection) 계층모델의 일부를 도시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AD-HOC 병용 이동단말장치는 전달계층(110), 네트워크 계층(120), 데이터 링크 계층(미도시), 물

리 계층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일반적인 통신장비와는 다르게, 데이터 링크 계층 및 물리계층은 데이터 링크 계층의 

부 계층 (Sublayer)인 단일의 MAC 제어 부계층(130)과 접속가능한 통신망별로 구비되는 주파수 통신부의 수에 해당

하는 복수의 MAC 계층 (142,144,146) 및 물리계층(152,154,156)으로 구성된다. MAC 제어 부계층(130)은 이동성/

전력/QoS (Quality Of Service)/보안 관리 모듈(132)을 포함함으로써, 전송되는 패킷에 이동성, 전력, 서비스 품질, 

접속 및 보안과 관련된 헤더정보인 MAC 제어 헤더를 더 포함시키고, 수신되는 패킷의 이동성, 전력, 서비스 품질, 보

안과 관련된 헤더정보에 따라 수신데이터를 처리한다. MAC 제어 헤더가 포함된 데이터 패킷은 통신망 결정부(20)에 

의해 결정된 통신망에 해당하는 MAC 및 물리계층으로 전달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MAC 제어계층의 실시례를 도시한다. 네트워크 계층에서 하향 전달되는 NSDU(Network Ser

vice Data Unit)는 MAC 제어 부계층의 서비스 분류자(210)에 의해 처리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분류된다.

통상적으로 하향 메시지는 데이터 링크와의 연결을 관리하기 위해 보안/커넥션 관리자(212)에 등록되고, 이러한 등

록을 위해서는 인증작업과 같은 보안관련 사항이 선행 수행된다.

다음으로, 해당 음성 및 데이터 패킷은 서비스 스케쥴러(220)로 전송되고, 서비스 스케쥴러(220)는 전력관리자(224),

위치관리자(222), 버퍼관리자(226)로부터 해당 음성 및 데이터패킷의 전력정보, 위치정보, 버퍼정보를 수신받아 상

기 정보와 관련한 헤더를 음성 및 데이터 패킷에 포함시킨다. 전력정보는 AD-HOC 네트워크를 통해 인접 이동단말

장치와 직접 통신하는 경우, 해당 이동단말장치와 인접 이동단말장치간의 전력 사용량 및 해당 이동단말장치의 현재 

전력 보유량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며, 위치정보는 해당 이동단말장치의 현재 위치와 관련한 정보로 GPS 프로세싱부(

18)로부터 수신한 GPS 정보를 이용하거나 인접 이동단말장치로부터 수신되는 비컨신호의 크기의 변화를 통해 비컨 

프로세싱부(16)가 연산한 상대적인 위치정보일 수 있음을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버퍼정보는 음성 및 데이터 패킷의 

전송 또는 수신시 사용하고자 하는 버퍼를 할당하기 위한 정보로써, 단일의 이동 단말장치를 통해 복수의 통신부에서

전송 또는 수신하고자 하는 패킷이 경합하거나, 단일 통신부로부터의 복수의 수신 또는 송신 패킷을 서비스 품질 (Qo

S)에서 규정한 품질 목표치를 만족하기 위해 우선 처리를 위한 서비스 등급별 버퍼를 할당하거나 또는 회수를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서비스 포워딩부(230)는 상기 과정을 통해 MAC-제어 헤더가 포함된 음성 및 데이터 패킷을 복수의 MAC 계층 중 통

신망 결정부(20)에 의해 결정된 MAC 및 물리 계층으로 포워딩하거나 또는 상위 계층인 네트워크계층에서 처리를 위

해 포워딩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MAC 제어 헤더의 구성예를 도시한다. 상기의 MAC 제어 헤더가 포함된 음성 및 데이터 패킷

을 수신한 경우, 서비스 분류자(210)는 MAC-Con-msg-type 및 Service type 에 대한 필드를 필터링하여 해당 메

시지 타입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음성 및 데이터 패킷을 처리한다. 또한, 보안/커넥션 관리자(212)는 association id., 

authentication, sequence number, timestamp, challenge, connection, connection state 에 대한 필드를 이용하여

연결 접속하고자하는 메시지의 인증, 암호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서비스 스케쥴러(220)는 Power info., Location 

info., Signal info., Buffer size, Priority, Power map, Signal map, Location map, Env(environmental) response 

에 대한 필드를 이용하여 입력된 메시지의 버퍼 할당, 전력 및 위치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외에 단순한 

제어정보를 나타내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해당 패킷이 수신되는 무선이동단말장치에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코드

를 예를 들어, code type, code length, code를 패킷에 포함시킴으로써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자체 패킷에 포함된 프

로그램을 수행하여 최적의 네트워크 사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어 및 관리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례에 따른 AD-HOC 병용 다중 무선이동통신 시스템을 도시한다. 무선이동통신 시스템은, 복수

의 통신망 및 복수의 이동단말장치(300,350,30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각 통신망은, 접속노드(310, 320)를 통해 

이동단말장치(300)와 접속(312,322)하고, 이동단말장치(300)의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을 중계하며, AD-HOC 프로토

콜에 따라 음성 및 데이터를 라우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예컨데, 이동단말장치(300)가 셀룰러 네트워크 및 무선랜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경우, 접속노드는 셀룰러 네트워크의 기지국(310) 및 무선랜 네트워크의 액세스 포인트(3

20)가 된다. 그런데, 본 발명에서는 종래의 통신시스템과 다르게 이동단말장치(300)와 접속노드(310,320) 간에 송수

신되는 음성 및 데이터 역시 AD-HOC 프로토콜에 따르기 때문에, 예컨대 상기 데이터는 MAC-제어 헤더를 더 포함

함으로써, 전력정보, 위치정보, 버퍼정보 등을 포함한다.

무선이동단말장치(300)는,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각 통신망의 접속노드(310, 320) 및 다른 무선이동단말장치(350)에 

직접 접속하여 음성 및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고, 통신환경에 따라 통신중에 상기 각 통신망에 해당하는 통신 프로

토콜에 따라 상기 통신망의 접속노드(310,320) 중 어느 하나 또는 다른 무선이동단말장치(350)에 선택적으로 접속되

며, AD-HOC 프로토콜에 따라 수시로 자신이 접속할 수 있는 접속노드(310,320) 또는 다른 무선이동단말장치(350)

와 관련된 라우팅 테이블을 갱신하여 상기 접속노드 및 다른 무선이동단말장치에 방송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즉, 무

선이동단말장치(300)는 MAC 제어 부계층을 통해 AD-HOC 프로토콜에 따른 MAC-제어 헤더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 선택된 통신망에 해당하는 MAC 계층을 통해 해당 통신망에 적응된 데이터 링크 헤더를 포함하며, 선택된 통신망에

해당하는 물리계층을 통해 해당 통신망에서 규정하는 주파수 및 변복조 방식에 따라 데이터가 전송된다.

그런데, 복수의 통신망은 접속된 무선이동단말장치(300)가 현재 통신중인 제 1 통신망에서 다른 제 2 통신망에 접속

하는 경우, 상기 제 1 통신망은 무선이동단말장치(300)의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을 상기 제 2 통신망으로 라우팅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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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데, 무선이동단말장치(300)가 도 5의 A 지역으로 표시된 위치에서 B 위치로 이동하는 경우, 무선이동단말장치(3

00)는 A 지역에서는 제 1 통신망에 접속(312)되고, B 지역에서는 제 2 통신망으로 핸드오프(322)된다.

바람직하게는, 무선이동단말장치(300)는, GPS 수신부를 더 포함하여, 라우팅 정보에 자신의 위치정보를 더 포함하여

방송하고, 통신망은, 무선이동단말장치(300)로 음성 및 데이터를 라우팅하는 경우, 이동단말장치의 위치정보에 가장 

인접한 접속 노드(310,320)를 통해 무선이동단말장치(300) 또는 무선이동단말장치(300)를 포함하는 AD-HOC 네트

워크(352)를 형성하는 다른 무선이동단말장치(350)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음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례에 따르면, 무선이동단말장치(300)는 위성통신망과 접속하여 통신가능범위를 보다 확대할 수 

있다. 저궤도 또는 중궤도상의 위성은 지상에서 휴대가 가능한 무선이동단말기로 직접 통신이 가능하나 정지궤도상에

위치한 위성과 통신하기 위해서는 위성과 단말기와의 거리 증가에 따른 고출력요구에 현실적인 무선이동단말기의 설

계에 제약을 초래한다. 따라서, 무선이동단말장치(300)의 휴대성을 고려하여 위성(340)과 직접 통신하는 것 보다는, 

지상국(330)과 AD-HOC 통신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AD-HOC 통신의 수단으로써 WLAN을 

이용하는 경우, 무선이동단말장치(300)는 WLAN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하고, 지상국(330)은 이더넷 포트를 통

해 WLAN 접속 노드와 통신함으로써, 무선이 동단말장치(300)가 지상국(330)과 통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위성(

340)을 통하여 원격지에 위치한 지상국(330`)을 경유하여 무선이동단말장치(300`)와 직접적인 통신을 가능케 한다.

AD-HOC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지상국(330)과 무선이동단말장치(300)가 통신(332)하는 경우는 지상국에 AD-HOC

통신에 따른 MAC 제어 부계층을 추가함으로써, 이동단말장치(300)와 AD-HOC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통신을 가능케

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례에 따른 AD-HOC 병용 무선이동단말장치의 통신방법을 도시한다. 먼저, 접속할 수 있는 통

신망 및 인접 이동단말장치를 검색하여 라우팅 테이블을 생성하고, 접속할 통신망을 결정하는 제 1 단계(510)를 거친

다. 통신망 및 이동단말장치의 검색은 통신망의 접속노드(310,320) 및 인접 이동단말장치(350)로부터 비컨신호를 수

신하는 방법으로 수행된다.

다음으로, 전송할 음성 및 데이터 패킷에 AD-HOC 프로토콜에 따른 MAC-제어 헤더를 처리하는 제 2 단계(520)를 

거치는데, MAC 제어 헤더는, 전력정보, 위치정보, 버퍼정보를 포함하여 라우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다음으로, 제 1 단계에서 결정한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물리계층을 통해 해당 통신망에 접속(540)하고, 접속할 수 

있는 통신망이 없는 경우 인접한 다른 이동단말장치(350)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AD-HOC 물리계층을 통해 상기 다

른 이동단말장치에 접속(550)하는 제 3 단계를 거친다.

다음으로, 제 3 단계에서 접속한 통신망 또는 다른 이동단말장치와의 접속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라우팅 테이

블을 갱신하는 제 4 단계(542,552)를 거친 다. 접속상태 감지는 종래의 이동통신과 유사한 방법으로 수행되며, 라우

팅 테이블을 갱신함으로써, 해당 이동단말장치(300) 및 인접 이동단말장치(350)의 위치 및 전력 변화에 따른 네트워

크의 변동을 대비한다.

마지막으로, 접속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현재 접속하고 있는 통신망 또는 다른 이동단말장치를 제외한

다른 통신망 또는 다른 이동단말장치에 접속하는 제 5 단계(544,554)를 거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제 1 단계는, 무선이동 단말장치(300)가 접속가능한 복수의 통신망별로 우선순위를 입력하는 부

단계를 더 포함하고, 제 1 단계의 통신망 결정 및 제 5 단계의 통신망 변경에서, 복수의 접속가능한 통신망이 경합하

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통신망을 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예컨데, 도 4를 참조하여 제 1 통신망과 제 2 통신망에

모두 접속할 수 있는 C 지역에 무선이동단말장치(300)가 위치하는 경우, 이용자가 우선순위를 입력한 통신망에 우선

적으로 통신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AD-HOC 병용 무선이동단말장치, 무선이동통신 시스템, 이동통신 방법에 따

르면, 공통의 AD-HOC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통신을 수행함으로써 이종의 무선이동통신망간의 수직적 핸드오프가 

가능하며,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례에 따르면, 위성과 통신이 가능한 위성지구국 또는 초소형 양방향 위성단말장치

인 VSAT에 접속할 수 있는 무선이동단말장치, 무선이동통신 시스템 및 이동통신방법을 제공할 수 있고, 본 발명의 

다른 실시례에 따르면, 무선이동 단말장치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GPS 통신 또는 비컨신호로부터 추출하여 이종의 이

동통신망간의 효율적인 라우팅을 제공하는 현저한 효과가 있다.

아울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은 예시의 목적을 위해 개시된 것이며,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사상과 범위 안에

서 다양한 수정, 변경, 부가 등이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수정 변경 등은 이하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

아야 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복수의 통신망에 선택적으로 접속할 수 있고, 상기 통신망을 거쳐 다른 이동단말장치와 통신을 

할 수 있는 이동단말장치에 있어서,

AD-HOC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AD-HOC 주파수 도달거리내의 다른 이동단말장치 또는 접속 노드를 감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비컨 프로세싱부;

상기 비컨 프로세싱부로부터 감지결과 및 다른 이동단말장치 또는 접속 노드로부터 수신한 라우팅 정보에 따라 자신

의 라우팅 테이블을 작성하여 수시로 상기 다른 이동단말장치 또는 접속노드로 전송하는 라우팅 프로세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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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라우팅 정보를 포함하는 AD-HOC 프로토콜에 따라 데이터의 생성 및 이를 처리하는 데이터 프로세싱부;

상기 라우팅 테이블에 따라 사용가능한 통신망을 파악하여, 사용할 통신망을 결정하는 통신망 결정부;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복수의 이종 통신망과의 통신 및 다른 이동단말장치와의 AD-HOC 통신을 지원할 수 있는 통신

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D-HOC 병용 무선이동단말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통신망은 WPAN(블루투스, UWB, Wireless IEEE 1394), WLAN(IEEE 802.11, HIPER LAN), CDMA, 

GSM, Cellualr, DVB, DAB, WCDMA, CDMA2000, LMDS, MMDS, 위성통신 중 적어도 두 개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AD-HOC 병용 무선이동단말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이동단말장치는,

GPS 위성을 통해 현재 무선이동단말장치의 위치정보를 수신하는 GPS 수신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라우팅 프로세싱부는 상기 GPS 수신부로부터 수신한 위치정보를 더 포함하여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을 작성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D-HOC 병용 무선이동단말장치.

청구항 4.
제 1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망 결정부는, 통신중에 현재 접속된 통신망의 접속노드와의 통신이 중지되는 경우, 접속가능한 다른 통신망

의 접속노드 또는 다른 통신망의 접속노드에 접속할 수 있는 다른 이동단말장치를 통해 통신을 계속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AD-HOC 병용 무선이동단말장치.

청구항 5.
제 1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프로세싱부는, 상기 데이터에 보안정보, 접속 정보를 포함시키는 서비스 분류수단, 및

상기 데이터에 전력정보, 위치정보, 버퍼정보 및 해당 무선이동 통신단말장 치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제어 및 관리 프

로그램을 포함시키는 서비스 결정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D-HOC 병용 무선이동단말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정보는, 인접한 단말기와의 통신에 사용되는 전력사용량 정보 및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력량 정보를 포함하

고,

상기 위치정보는, GPS 정보 또는 인접 단말장치로부터 수신한 비컨신호로부터 계산된 상대적인 위치 정보인 것을 특

징으로 하는 AD-HOC 병용 무선이동단말장치.

청구항 7.
제 1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이동단말장치, 위성과 직접 접속할 수 있는 위성 통신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D-HOC 병용 

무선이동단말장치.

청구항 8.
하나 이상의 통신망에 각각 접속할 수 있는 복수의 데이터 링크 계층 및 물리계층을 포함하는 무선이동단말장치에 있

어서,

상기 복수의 데이터링크 계층 및 물리계층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AD-HOC 통신 프로토콜에 따른 MAC 제어 헤

더를 상위계층으로부터 전송된 통신패킷에 포함시키며, 다른 무선이동단말장치로부터의 AD-HOC 통신 프로토콜에 

따라 수신되는 음성 및 데이터 패킷을 중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MAC 제어 부계층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D-HOC 병용 무선이동단말장치.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MAC 제어 헤더는,

연결 및 인증정보, 전력정보, 위치정보, 버퍼정보 및 해당 무선이동 통신단말장치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제어 및 관리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D-HOC 병용 무선이동단말장치.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장치는, GPS 수신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위치정보는, GPS 수신부로부터 수신한 GPS 위치정보에 의해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D-HOC 병용 무

선이동단말장치.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이동단말장치는, 인접 무선이동단말장치로부터 수신된 비콘신호의 크기에 따라 상대적인 위치정보를 계산

하는 비콘 프로세싱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위치정보는, 상기 비콘 프로세싱부로부터 계산된 상대적인 위치정보에 의해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D-

HOC 병용 무선이동단말장치.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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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노드를 통해 무선이동단말장치와 접속하고, 무선이동단말장치의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을 중계하며, AD-HOC 프

로토콜에 따라 데이터를 라우팅할 수 있는 적어 도 두 개 이상의 복수의 통신망;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상기 각 통신망의 접속노드 및 다른 무선이동단말장치에 직접 접속하여 음성 또는 데이터를 송

신 또는 수신할 수 있고, 통신환경에 따라 통신중에 상기 각 통신망에 해당하는 통신 프로토콜에 따라 상기 통신망의 

접속노드 중 어느 하나 또는 다른 무선이동단말장치에 선택적으로 접속되며, AD-HOC 프로토콜에 따라 수시로 자신

이 접속할 수 있는 상기 접속노드 또는 다른 무선이동단말장치와 관련된 라우팅 테이블을 갱신하여 상기 접속노드 및

다른 무선이동단말장치에 방송할 수 있는 무선이동단말장치를 포함하여 구성되되;

상기 복수의 통신망은 접속된 무선이동단말장치가 현재 통신중인 제 1 통신망에서 다른 제 2 통신망에 접속하는 경우

, 상기 제 1 통신망은 상기 무선이동단말장치의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을 상기 제 2 통신망으로 라우팅시키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AD-HOC 병용 다중 무선이동통신 시스템.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이동단말장치는, GPS 수신부를 더 포함하여, 상기 라우팅 테이블에 자신의 위치정보를 더 포함하여 방송하

고,

상기 통신망은, 상기 무선이동단말장치로 데이터를 라우팅하는 경우, 상기 무선이동단말장치의 위치정보에 가장 인

접한 접속 노드를 통해 상기 무선이동단말장치 또는 상기 무선이동단말장치를 포함하는 AD-HOC 네트워크를 형성

하는 다른 무선이동단말장치로 상기 음성 및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D-HOC 병 용 다중 무선이동

통신 시스템.

청구항 14.
제 12 항 또는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AD-HOC 병용 다중 무선이동통신 시스템은, 음성 및 데이터 신호를 중계하는 위성, 상기 위성과 음성 및 데이

터를 송수신하는 지상국을 포함하는 위성통신망을 더 포함하되,

상기 지상국은 상기 무선이동단말장치와 통신을 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D-HOC 병용 다중 무선이동통신 

시스템.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이동단말장치는 WLAN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고,

상기 지상국은 이더넷 포트를 통해 WLAN 접속 노드와 통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D-HOC 병용 다중 무선이동

통신 시스템.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지상국은 상기 무선이동단말장치와 AD-HOC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D-HOC 병용 다중 무

선이동통신 시스템.

청구항 17.
접속할 수 있는 통신망 및 인접 무선이동단말장치를 검색하여 라우팅 테이블을 생성하고, 접속할 통신망을 결정하는 

제 1 단계;

전송할 음성 및 데이터 패킷에 AD-HOC 프로토콜에 따른 MAC-제어 헤더를 첨부시키는 제 2 단계;

상기 제 1 단계에서 결정한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물리계층을 통해 상기 통신망에 접속하고, 접속할 수 있는 통신

망이 없는 경우 인접한 다른 무선이동단말장치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AD-HOC 물리계층을 통해 상기 다른 무선이

동단말장치에 접속하는 제 3 단계;

상기 제 3 단계에서 접속한 통신망 또는 다른 무선이동단말장치와의 접속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라우팅 테이

블을 갱신하는 제 4 단계;

상기 접속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현재 접속하고 있는 통신망 또는 다른 무선이동단말장치를 제외한 다

른 통신망 또는 다른 무선이동단말장치에 접속하는 제 5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D-HOC 병용 무선이

동 단말장치의 통신방법.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는, 상기 무선이동단말장치가 접속가능한 복수의 통신망별로 우선순위를 입력하는 부단계를 더 포함

하고,

상기 제 1 단계의 통신망 결정 및 상기 제 5 단계의 통신망 변경에서, 복수의 접속가능한 통신망이 경합하는 경우, 상

기 우선순위에 따라 통신망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D-HOC 병용 무선이동단말장치의 통신방법.

청구항 19.
제 17 항 및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단계의, 상기 MAC 제어 헤더는,

연결 및 인증정보, 전력정보, 위치정보, 버퍼정보 및 해당 무선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제어 및 관리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D-HOC 병용 무선이동단말장치의 통신방법.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등록특허  10-0465209

- 9 -

상기 제 1 단계는, 현재 무선이동단말장치의 위치정보를 GPS 위성을 통해 수신하는 부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AD-HOC 병용 무선이동단말장치의 통신방법.

청구항 21.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는, 인접 무선이동단말장치로부터 수신하는 비콘신호의 상대적 크기의 변화를 통해 위치정보를 계산

하는 부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D-HOC 병용 무선이동단말장치의 통신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등록특허  10-0465209

- 10 -

도면3

도면4



등록특허  10-0465209

- 11 -

도면5

도면6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