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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동국이 특정 상태 메시지들을 식별하는 방법 및 장치를 개시한다. 본 발명은 통신 

네트워크와 통신하는 이동국 통신 프로토콜 스택과 이동국 애플리케이션 간의 통신을 용이하게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API) 를 포함한다. 이동국 애플리케이션은 함수를 호출한다. API는, 그 스테이트 및 호출된 함

수에 기초하여 하나 이상의 특정 상태 메시지들을 선택한다. 그 후, API는 이동국 애플리케이션에 선택된 특정 상태 

메시지들을 통지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이동국,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API), 메시지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무선 통신 분야에 관한 것이로, 특히, 본 발명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동국 애플리케이션을

이네이블하여 특정 상태 메시지들을 식별하는 신규의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A. 무선 통신

인터넷 가입자들의 전례없던 성장뿐만 아니라 무선 통신 및 컴퓨터 관련 기술들에서의 최근의 혁신은 모바일 컴퓨팅

에 대한 길을 열게 하였다. 사실, 모바일 컴퓨팅의 인기는 전이하는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현재의 인

터넷 하부구조에 관한 더 많은 요구들을 낳았다. 하부구조의 핵심은 근거리 통신망 (LAN), 및 광역 통신망 (WAN) 간

의 패킷들 (데이타그램 (datagram)) 의 어드레싱 및 라우팅을 포함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패킷-지향 인터

넷 프로토콜 (IP) 이다. IP 프로토콜은 1981년 9월자이고, 표제가 'INTERNET PROTOCOL DARPA INTERNET PR

OGRAM PROTOCOL SPECIFICATION' 인 RFC (791) (Request For Comment 791) 에 정의되어 있다.

IP 프로토콜은 데이타를 IP 패킷들로 캡슐화하여 전송하는 네트워크 레이어 프로토콜이다. 어드레싱 및 라우팅 정보

가 패킷의 헤더에 첨부된다. 예를 들면, IP 헤더들은 송신 및 수신 호스트들을 식별하는 32-비트 어드레스들을 포함

한다. 이 어드레스들은, 의도된 어드레스의 최종의 목적지로 패킷이 전송되도록 하기 위해 중간 라우터들에 의해 네

트워크에서 경로를 선택하도록 이용된다. 따라서, IP 프로토콜은 세계의 임의의 인터넷 노드에서 발생하는 패킷들이 

세계의 다른 어떤 인터넷 노드로도 라우팅되도록 한다. 한편, 전송 제어 프로토콜 (TCP) 또는 이용자 데이타그램 프

로토콜 (UDP) 을 포함하는 전송 레이어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어드레싱하는데 이용된다.

현재의 경향은 전이 이용자들이 인터넷에 접속하는데 셀룰러 또는 휴대용 전화와 같은 무선 통신 장치들과 결합하여 

랩탑 또는 팜탑 컴퓨터들과 같은 모바일 컴퓨터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즉, 종래, 이용자들이 그들의 컴퓨터를 지상-기

반 (land-based) 네트워크들에 접속하는데 '유선' 통신 장치들을 이용하는 바와 같이, 전이 이용자들은 그들의 전이 

터미널들을 그러한 네트워크들에 접속하는데 '이동국 (MS)' 이라는 무선 통신 장치들을 이용한다. 여기에 사용되는, 

이동국 또는 MS는 일반 무선 라디오 네트워크 (public wireless radio network) 에서의 임의의 가입자국을 지칭할 

수 있다.

도 1 (종래 기술) 은 MS (110) 이 기지국/전이 교환 센터 (BS/MSC; 106) 을 통해 인터워킹 기능부 (Interworking fu

nction; IWF) 와 통신하는 무선 데이타 통신 시스템을 나타내는 고-레벨 블록도이다. IWF (108) 는 인터넷에 대한 접

속 포인트로서 기능한다. IWF (108) 는 당업계에 공지된 바와 같이, 종래의 무선 기지국일 수 있는 BS/MSC (106) 과

결합하고, 이들은 종종 함께 위치한다. 무선 데이타 통신 시스템을 어드레싱하는 또 다른 표준 프로토콜은 1999년 12

월에 공개된 'WIRELESS IP NETWORK STANDARD'라는 표제의 제 3 세대 파트너십 프로젝트 2 ('3GPP2') 이다. 

예를 들면, 3G 무선 IP 네트워크 표준은 IWF (108) 처럼 기능하는 패킷 데이타 서빙 노드 ('PDSN') 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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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110) 과 IWF (108) 간의 데이타 통신들을 어드레싱하는 다양한 프로토콜들이 있다. 예를 들면, 1993년에 7월에

공개된 'MOBILE STATION-BASE STATION COMPATIBILITY STANDARD FOR DUAL-MODE WIDEBAND S

PREAD SPECTRUM CELLULAR SYSTEM'라는 표제의 통신 산업 협회 (TIA) / 전자 산업 협회 (EIA) 가표준 IS-9

5는 통상 광대역 스펙트럼 확산 무선 통신 시스템에 대한 표준을 제공한다. 또한, 1998년 2월에 공개된 'DATA SER

VICE OPTIONS FOR WIDEBAND SPREAD SPECTRUM SYSTEM: PACKET DATA SERVICES'이라는 표준 TIA

/EIA IS-707.5는 TIA/EIA IS-95 시스템들상의 패킷 데이타 송신 성능의 지원을 위한 요건들을 정의하고, BS/MSC 

(106) 을 통해 MS (110) 과 IWF (108) 간의 통신에 이용될 수 있는 패킷 데이타 전송 서비스들을 특정한다. 또한, 19

99년 3월에 공개된 'DATA SERVICE OPTIONS FOR SPREAD SPECTRUM SYSTEMS: PACKER DATA SERVIC

ES'라는 표제의 TIA/EIA IS-707-A.5 표준 및 'DATA SERVICE OPTIONS FOR SPREAD SPECTRUM SYSTEMS

: HIGH-SPEED PACKET DATA SERVICES'이라는 TIA/EIA IS-707-A.9 표준은 TIA/EIA IS-95 시스템들상의 

패킷 데이타 전송 지원을 위한 요건을 정의한다. 또한, MS (110) 와 IWF (108) 간의 통신들을 어드레싱하는 또 다른 

표준 프로토콜은 1999년 7월에 공개된 'INTRODUCTION TO CDMA 2000 STANDARDS FOR SPREAD SPECTR

UM SYSTEMS'라는 TIA/EIA IS-2000이다.

IS-707.5는 MS (110) 과 BS/MSC (106) 간 (Um 인터페이스) 및 BS/MSC (106) 과 IWF (108) 간 (L 인터페이스) 

에 통신 프로토콜 선택 모델들을 도입한다. 예를 들면, 릴레이 모델은 포인트-투-포인트 프로토콜 (PPP) 링크가 MS 

(110) 과 IWF (108) 간의 Um 인터페이스상에 존재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PPP 프로토콜은 'THE POINT-TO-POIN

T PROTOCALL (PPP)'이라는 리퀘스트-포-코멘트 1661 (RFC 1661) 에 상세히 설명된다.

도 2 (종래기술) 는 IS-707.5 릴레이 모델의 각각의 주체에서 프로토콜 스택들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면의 왼쪽 끝

에 MS (110) 상에서 운용되는 종래의 수직 포맷으로 도시된 통신 프로토콜 스택이 있다. MS (110) 프로토콜 스택은 

Um 인터페이스를 통해 BS/MSC (106) 에 논리적으로 접속되는 것으로 나타내어진다. 또, BS/MSC (106) 가 L 인터

페이스를 통해 BS/MSC (106) 프로토콜 스택에 논리적으로 접속되는 것으로 도시된다.

도 2 에 도시된 동작은 다음과 같다: MS (110) 상에서 운용되는 응용 프로그램과 같은 상부층 프로토콜 (200) 의 주

체는 인터넷을 통해 데이타를 송신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은 웹 브라우저 프로그램 (예를 들면, Nets

cape Navigator TM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TM ) 일 수 있다. 웹 브라우 저는 HYPERLINK 'http://www.Qu

alcomm.com/'과 같은 유니버설 리소스 로케이터 (URL)를 요청한다. 또한, 상부층 프로토콜 (200) 에서, 도메인 네임

시스템 (DNS) 프로토콜은 인터넷에서 네임들을 어드레싱하는 도메인 네임 레졸루션 (resolution) 을 이용하여, 원문 

그대로의 호스트 네임  www.Quakcomm.com 을 32-비트 숫자의 IP 어드레스로 번역한다. 또한, 상부층 프로토콜 (

200) 인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Hypertext Transper Protocol; HTTP) 은 요청된 URL 메시지에 대한 G

ET 메시지를 구성하고, TCP가, 메시지를 송신하는데 그리고 HTTP 동작들에 이용될 것을 정한다. 전송 레이어 (202

) 는, 당업계에 공지된 포트 (80) 를 목적지 포트로서 이용하여, HTTP 동작들을 애플리케이션으로 라우팅되게 한다.

전송 레이어 프로토콜 (202) 인 TCP 프로토콜은 DNS에 의해 지정된 IP 어드레스에의 접속을 개방하고 애플리케이

션-레벨 HTTP GET 메시지를 송신한다. TCP 프로토콜은 IP 프로토콜이 메시지 전송에 이용될 것을 정한다. 네트워

크 레이어 프로토콜 (204) 인 IP 프로토콜은 IP 패킷들을 특정된 IP 어드레스에 전송한다. 링크 레이어 프로토콜 (206

) 인 PPP는 IP 패킷들을 인코딩하고, 릴레이 레이어 프로토콜 (208) 에 전송한다. 릴레이 레이어 프로토콜 (208) 의 

예는 1997년 10월에 공개된 'INTERFACE BETWEEN DATA TERMINAL EQUIPMENT AND DATA CIRQUIT-E

RMINATIHG EQUIPMENT EMPLOYING SERIAL BINARY DATA INTERCHARGE'에 정의된 예시된 TIA/EIA-2

32F 표준일 수 있다. 당업자에게 알려진 다른 표준들 또는 프로토콜들이 레이어들을 통한 전송을 정의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른 이용가능한 표준들은 1997년 7월에 공개된 'UNIVERSIAL SERIAL BUS (USB) SPECIFIC

ATION, Revision 1.1'을 포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릴레이 레이어 프로토콜 (208) 은 PPP 패킷들을 라디오 링크 

프로토콜 (Radio Link Protocol (RLP)) 로 전이시킨 후, Um 인터페이스를 통한 BS/MSC (106) 으로의 송신을 위해, 

IS-95 프로토콜 (212) 로 전이시킨다. RLP 프로토콜 (210) 은 1998년 2월에 공개된 'DATA SERVICE OPTIONS F

OR WIDEBAND SPREAD SPECTRUM SYSTEMS: RADIO LINK PROTOCOL'이라는 IS-707.2 표준에 정의되고, I

S-95 프로토콜은 상기의 IS-95 표준에서 정의된다.

BS/MSC (106) 상의 보조 릴레이 프로토콜 (220) 은 Um 인터페이스상에서 IS-95 레이어 (218) 및 이 후 RLP 레이

어 (216) 를 통해 PPP 패킷들을 수신한다. 릴레이 레이어 프로토콜 (220) 은 PPP 패킷들을 L 인터페이스를 통해 IW

F (108) 상의 릴레이 레이어 프로토콜 (228) 로 전이시킨다. IWF (108) 상의 PPP 프로토콜 링크 레이어 (226) 는 릴

레이 레이어 프로토콜 (228) 로부터 PPP 패킷들을 수신하고, MS (110) 과 IWF (108) 간의 PPP 접속을 종료한다. 패

킷들은 이 시나리오에서는  www.Qualcomm.com 인 최종 라우팅에 대한 IP 패킷 헤더의 조사를 위해 IWF (108) 상

에서 PPP 레이어 (226) 으로부터 IP 레이어 (224) 로 전송된다.

MS (110) 에 의해 발생된 IP 패킷들의 최종 목적지는 IWF (108) 이 아니라면, 패킷들은 네트워크 레이어 프로토콜 (

224) 을 통해 향하게 되고, 인터넷 상에서 다음 라우터 (도면에 미도시) 로 링크 레이어 프로토콜들 (225) 을 링크한

다. 이러한 방식으로, MS (110) 으로부터의 IP 패킷들은 인터넷에서 IS-707.5 표준 릴레이 모델에 따라 최종 의도된 

목적지를 향해 BS/MSC (106) 및 IWF (108) 를 통해 통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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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110) 패킷들이 자신의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데이타 링크 접속이 우선 확립되어야 한다. RFC (1661) 에서 특

정된 바와 같이, 이것은 데이터 링크 접속을 확립하고, 구성하고, 테스트하기 위해 PPP 링크 컨트롤 프로토콜 (LCP) 

패킷들을 먼저 송신하는데, 포인트-투-포인트 링크의 각각의 단 (즉, PPP 프로토콜 206 및 226) 을 필요로 한다. 링

크가 LCP에 의해 확립된 후에, PPP 프로토콜 (206) 이 네트워크 컨트롤 프로토콜 (NCP) 패킷들을 송신하여, 네트워

크 레이어 프로토콜들 (204 및 224) 를 구성한다. PPP 링크들에서 IP에 대한 NCP는 IP 컨트롤 프로토콜 (IPCP) 이

다. IPCP 는 1992년 5월에 공개된 'THE PPP INTERNET PROTOCOL CONTROL PROTOCOL (IPCP)'이라는 리

퀘스트-포-코멘트 1332 에 상세히 설명된다. 그러나, IPCP 교섭전에, 식별 단계가 필요할 수 있다. 각각의 네트워크 

레이어 프로토콜들이 구성된 후에, 각각의 네트워크 레이어 프로토콜로부터의 패킷들은 네트워크 레이어 프로토콜 

간의 링크를 통해 송신될 수 있다.

B.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모두는 아니어도, MS (110) 상의 통신 프로토콜 스택을 지원하는 대부분의 프로세스들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의해 수행된다. 통상, 종래의 데이타 네트워크들은, 또 다른 컴퓨터상에서 운용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과 통신

하기 위해 하나의 컴퓨터상에서 운용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이네이블하는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

이스 (API) 들을 이용한다. API들은 하부에 놓이는 네트워크의 프로토콜의 차이들로부터 발생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을

보호하는 '소 켓 (socket) 들'을 이용한다. 네트워크간의 통신들을 달성하기 위해, API들은, 예를 들면 애플리케이션

들이 소켓을 오픈하고, 데이타를 네트워크에 전송하며,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타를 수신하고, 소켓을 클로즈하는 기능

들을 포함한다. 통상의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들은 UNIX TM 동작 시스템하에서 동작하는 버클리 시스템 

개발 (Berkeley Systems Developement; BSD) 소켓 인터페이스 및 Window TM 동작 시스템하에서 동작하는 Win

dow TM 소켓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BSD 소켓이나 WinSocket TM 은 무선 MS (110) 상에서 통신 프로토콜 스택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도 2 참조), 

그러한 스택을 지원하는 신규의 API가 필요하다. 특히,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MS (110)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특정의

이벤트들을 서비스하는 신규의 방법 및 장치가 필요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동국 애플리케이션이 특정 상태 메시지들을 식별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함으로

써 상기의 요구를 해결한다. 일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통신 네트워크와의 통신하는 이동국 통신 프로토콜 스택과, 이

동국 애플리케이션간의 통신을 용이하게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API) 를 포함한다. 이동국 애플리

케이션은 함수를 호출한다. API는 그 스테이트 및 호출된 함수에 기초하여 하나 이상의 특정 상태 메시지들을 선택한

다. 그 후, API는 이동국 애플리케이션에 선택된 특정 상태 메시지들을 통지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종래기술) 은 이동국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을 나타내는 고 레벨 블록도이다.

도 2 (종래기술) 는 TIA/EIA IS-707.5 릴레이 모델의 각각의 주체에 있어서 프로토콜 스택들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 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특징들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 및 5 는 특정의 이벤트를 검출하기 위한 플로우챠트이다.

도 6 은 비동기 접속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7 은 비동기 소켓 입력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8 내지 10은 본 발명의 실시예들을 나타내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다.

실시예

본 발명은 소프트웨어, 펌웨어, 및/또는 하드웨어를 포함하는 다양한 구현예들로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동작 및 작용이 소프트웨어 또는 하두웨어 구성요소에 대한 특별한 참조없이 설명될 것이고, 당업자는 이하의 설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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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하여 본 발명을 구현하도록 이동국 애플리케이션이 특정의 이벤트들을 서비스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

어 및/또는 하드웨어를 디자인할 수 있다.

도 3 은 애플리케이션 (260), 통신 프로토콜 스택 (280), 및 MS (110) 내의 API (270) 을 나타낸다. 애플리케이션 (2

60) 및 통신 프로토콜 스택 (280) (즉, 프로토콜 레이어 202, 204, 206, 208, 210, 212) 은 API (270) 에 의해 제공된

함수 호 (function call) 을 통해 통신한다. 즉, API (270) 는 애플리케이션 (260) 및 통신 프로토콜 스택 (280) 이 다

른 프로세서 및 동작 시스템상에서 타협적인 기능성없이 동작하도록 한다. 당업자는 발생한 함수에 대한 다양한 이름

들이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이해할 것이다.

통신 프로토콜 스택 (280) 은 데이타를 저장하는 복수의 송신 큐 (send queue) 및 수신 큐 (receive queue) 들을 포

함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출력 함수는 데이타를 통신 프로토콜 (280) 의 송신 큐중의 하나로 저장하는 애플리케

이션 (260) 의 메모리로부터 데이타를 판독한다. 입력 함수는 데이타를 애플리케이션 (260) 으로 저장하는 통신 프로

토콜 (280) 의 수신 큐들중 하나로부터 데이타를 판독한다.

동작을 예시하기 위해, MS (110) 는 IP 패킷들을 수신한다. MS (110) 의 통신 프로토콜 스택 (280) 은 IP 패킷들을 

언캡슐화하고 (unencapsulate), 전송 레이어 (202) 로 전송시킨다 (도 3 참조). IP 패킷 헤더들의 한 필드는 전송을 

나타내며, 이것은 TCP 또는 UDP일 수 있다. 전송 레이어 헤더에서 특정된 목적지 포트 번호에 기초하여, 데이타는 

특별한 소켓에 대응하는 통신 프로토콜 스택 (280) 의 적절한 수신 큐에 라우팅된다. 이 후, 데이타가 애플리케이션 (

260) 에 전송된다.

어떤 상황들에 있어서, 레이턴시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프로토콜 스택 (280) 의 다양한 레이어들을 경유하는 패킷

들로 동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패킷들은 목적지 정보 (즉, 목적지 포트 번호) 가 부족한 로 IP 패킷 (raw IP 

packet) 들과 같은 패킷화된 로 데이타 (raw packetized data) 를 포함한다. 이처럼, 목적지 애플리케이션은 로 IP 패

킷들로부터 결정될 수 없다. 그러한 상황에서, 통신 프로토콜 스택 (280) 은, 예를 들면 IP 프로토콜들을 지원하기 위

해 등록된 모든 소켓들에 수신된 로 IP 패킷들을 송신할 수 있다. 이것은 페이로드 데이타가 목적지 애플리케이션에 

송신되도록 한다. 또한, IP 패킷들에 응답하는 인터넷 컨트롤 메시징 프로토콜 (ICMP) 분석 엔진은 패킷화된 로 데이

타를 수신할 수 있다. 잘 알려진 ICMP 분석 엔진은 '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이라는 RFC 7

92에 정의된다. 예를 들면, 통신 프로토콜 스택 (280) 은 애플리케이션 (260) 에 의해 행해진 언캡슐화의 양을 감소시

키는 애플리케이션 (260) 에 수신 프로토콜들을 전송시키기 전에 수신 프로토콜들을 프로세싱한다는 것이 이 설명으

로부터 분명하다.

역으로, 애플리케이션 (260) 은 통신 프로토콜 스택 (280) 과 애플리케이션 (260) 간의 통신을 용이하게 하는 소켓들

을 이용하여 Um 인터페이스를 통해 패킷화된 로 데이타를 송신할 수도 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260) 로 패킷타이

즈드 또는 패킷화된 로 데이타를, 예를 들면, IP 패킷들로 캡슐화하고, Um 인터페이스로 전송한다. 다음으로, 통신 프

로토콜 스택 (280) 이 패킷타이즈드 또는 로 (raw) 패킷화된 데이타를, 예를 들면, IP 패킷들로 캡슐화하고, Um 인터

페이스를 통해 송신한다. 이 예에서, 통신 프로토콜 스택 (280) 은 IP 패킷들을 발생하기 위해 IP 헤더 및 검사합 (che

cksum) 을 제공한다. 반면에, ICMP에 있어서는, 특정 프로토콜 타입이 IP 헤더로 복사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애플리케이션 (260) 은 하나 이상의 프로토콜 레이어들 (202, 204, 206, 208, 210, 212)

와 애플리케이션 (260) 간의 데이타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소켓을 생성하여, 통신 프로토콜 스택 (280) 의 이용에 있

어 고유한 레이턴시를 감소시킨다. 즉, 애플리케이션 (260) 은 전송 레이어 (202), 네트워크 레이어 (204), 및 링크 레

이어 (206) 를 경유하는 소켓을 생성할 수 있고, 따라서, 애플리케이션 (260) 은 페이로드 (payload) 데이타를 RLP 

레이어 (210) 로 송신하거나, RLP 레이어 (210) 로부터 수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260) 은, 애플리

케이션 (260) 이 페이로드 데이타가 IS-95 레이어 (212) 로 송신하거나 IS-95 레이어 (212) 로부터 수신할 수 있도

록 하는 소켓을 생성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애플리케이션 (260) 은 통신 프로토콜 스택 (280) 을 오픈하고 애플리케이션 식별을 할당하기 위해 

함수 open_netlib ( )을 호출한다. 애플리케이션 식별에 의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은 통신 프로토콜 스택 (280) (즉

, 멀티-테스킹 (multi-tasking)) 과 통신할 수 있다. 함수 open_netlib ( ) 의 호출의 부분으로서, 예를 들면, 애플리케

이션 (260) 은 포인터를 네트워크 콜백 함수 및 소켓 콜백 함수에 특정한다. 네트워크 서브시스템이 전송 레이어 (즉, 

TCP) 로부터 판독하고, 전송 레이어에 기록하며, 전송 레이어를 클로즈하는 것과 같은 특정된 이벤트들이 발생할 때

마다 (또는 이벤트들이 가능하게 될 때마다), 네트워크 콜백 함수는 애플리케이션 (260) 을 통지하도록 발생된다. 전

송 레이어로부터의 판독, 전송 레이어에 기록, 및 전송 레이어를 클로즈 (즉, TCP) 와 같은 소켓 특정 이벤트들이 발

생할 때마다 (즉, 이네이블될 때마다), 소켓 콜백 함수가 발생되어, 애플리케이션 (260) 에 통지한다. 통신 네트워크가

하나 이상의 트래픽 채널, 링크 레이어, 및 전송 레이어를 포함하는 것은 당업자에게 명백할 것이다.

일단, 통신 프로토콜 스택 (280) 이 오픈되면, 함수 pppopen ( ) 이 호출되어 트래픽 채널 및 링크-레이어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서브시스템 접속을 개시한다. 이것은 각각의 소켓에 의존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와이드 호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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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애플리케이션 식별을 필요로 한다. 네트워크 서브시스템 접속의 확립이나 실패시에, 네트워크 콜백 함수가 발

생되어 특정 이벤트 통지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트래픽 채널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네트워크 서브시스템이 실패한다

. 또한, 네트워크 시스템 특징들은 함수 net_iotl ( ) 에 대한 호로 설정된다. 예를 들면, 이 호는 소켓들의 데이타 레이

트를 특정할 수 있다.

일단, 네트워크 시스템 접속이 확립되면, 소켓 (또는 소켓들) 이 생성될 수 있고, 함수 socket ( ) 에 대한 호를 통해 개

시될 수 있다. 그러나, 소켓 함수들이 이용되기 전에, 함수 socket ( ) 에 대한 호가 소켓 디스크립터 (socket descript

or) 을 리턴 (return) 할 수 있다. 그 후, 애플리케이션 (260) 은 함수 async_select ( ) 를 호출하여, 동기식의 통지를 

수신하도록 특정 이벤트들을 등록한다. 이 등록은 애플리케이션 (260) 에 의해 함수 호의 부분으로서 구현되어 통지

를 필요로 하는 특정 이벤트들의 소켓 디스크립터 및 비트 마스크 (즉, OR 논리 처리된 다중 이벤트들) 를 특정할 수 

있다.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고 (즉, 가능하게 되고), 그것이 통신 프로토콜 스택 (280) 또는 API (270) 에 의해 검 출

된다면, 예를 들어, 소켓 콜백 함수가 발생되어 비동기식 통지를 제공한다. 원격 절차 호출 (RPC) 을 포함하는 소켓 

콜백 함수는 신호, 메시지 또는 하드웨에나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interrupt) 를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 (260) 에 특

정 이벤트에 관해 통지할 수 있다.

일단, 애플리케이션 (260) 이 특정 이벤트들에 관하여 통지를 받으면, 함수 getnextevent ( ) 를 호출하여 특정 이벤

트들을 서비스하도록 결정한다. 이 함수는 특정의 소켓 디스크립터에 대해 발생한 특정 이벤트의 마스크를 리턴한다.

또한, 그것은 발생한 특정 이벤트들의 마스크에서의 비트들을 클리어링한다. 따라서, 애플리케이션 (260) 은 더 이상 

디스에이블하게 된 특정의 이벤트들에 관한 통지를 수신할 수 없다. 애플리케이션 (260) 은 함수 async_select ( )에 

대한 후속 호를 통해 이 특정 이벤트들을 재등록해야 한다 (또는 재가능하게 해야 한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260) 은 특정 이벤트들의 비트 마스크의 대응하는 비트들을 클리어링함으로써 등록된 특정의 이

벤트들을 변경할 수 있다. 비트가 이미 비트 마스크에서 클리어링된다면, 리퀘스크는 그냥 무시된다. 간단히 말하면, 

이벤트 통지는 예를 들면, 함수 async_deselect ( )에 대한 호를 통해 매 이벤트에 기초하여 디스에이블될 수 있다.

도 4 및 도 5 는 특정 이벤트들을 검출하기 위한 플로우챠트이다. 예를 들면, 도 4 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통신 프로

토콜 스택 (280) 은 특정 이벤트들을 등록하기 위해 블록 (400) 에서 애플리케이션 (260) 을 대기한다. 특정 이벤트 

가 등록된 후에, 통신 프로토콜 스택 (280) 은 블록 (402) 에서 메모리를 폴링 (polling) 한다. 블록 (404) 에서, 특정

의 이벤트가 블록 (402) 의 폴링된 정보에 기초하여 검출될 수 있다. 블록 (406) 에서, 예를 들면, 통신 프로토콜 스택

(280) 의 메모리 (즉, 송신 큐) 가 데이타의 충분한 양을 수신하기에 이용가능할 때, 기록 이벤트가 검출된다. 데이타

는 애플리케이션 (260) 으로부터 전송될 수 있다. 블록 (404) 의 폴링된 정보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즉, 특정 이벤트

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통신 프로토콜 스택 (280) 은 블록 (402) 에서와 같이 메모리를 계속 폴링한다.

도 5 에서, 통신 프로토콜 스택 (280) 은 블록 (500) 에서 나타내어진 바와 같이 특정 이벤트를 등록하기 위해 애플리

케이션 (260) 을 대기한다. 이 시간 동안에, 인터럽트 통지가 디스에이블될 수 있다. 그와 같이, 인터럽트 통지는 야기

되거나 야기될 수 없다. 특정 이벤트가 블록 (500) 에서와 같이 등록된 후에, 블록 (502) 에서, 인터럽트 통지는 특정 

이벤트의 발생에 기초하여 야기된다. 예를 들면, 데이타가 통신 프로토콜 스택 (280) 의 메모리에 기록될 때, 판독 이

벤트가 발생한다 (즉, 수신 큐). 따라서, 블록 (504) 에서, 통신 프로토콜 스택이 인터럽트 통지를 수신할 때, 판독 이

벤트가 통신 프로토콜 스택 (280) 에 의해 검출된다. 통신 프로토콜 스택 (280) 의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타는 통신 네

트워크로부터 나올 수 있다. 또한, 판독 이벤트에 대해, 저장된 데이타가 애플리케이션 (260) 으로 전송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를 들면, 전송 레이어와 같은 데이타 링크 접속이 종료되기 때문에 크로즈 이벤트는 소켓이 재이용가

능할 때 검출된다.

비동기 접속 및 비동기식 입력 (도 7 참조) 의 다음 예들 (도 6 참조) 이 제공되어 비동기식 이벤트 통지를 설명한다.

도 6 을 참조하면, 양 통신 프로토콜 스택 (280) 이 입력되고 콜백 함수들은 호를 통해 함수 open_netlib ( ) 으로 특

정된다. 함수 pppopen ( )에 대한 호는 네트워크 서브시스템 접속 (B) 을 개시한다. 네트워크 서브시스템 접속이 확립

된 후에, 콜백 함수가 발생되어 네트워크 서브시스템의 이용가능성을 기록한다.

소켓이 오픈되고 할당된다면, 함수 connect( ) (D) 에 대한 호는 TCP 접속 (E) 를 개시한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260

) 은 함수 async_select ( ) (F) 를 호출하여 통지를 수신하도록 특정 이벤트들을 등록한다. 이 예에서, 관심있는 특정

의 이벤트는 기록 이벤트이며, 접속을 확립할 때마다 발생한다.

접속 확립시에, 특정 이벤트가 마스크에 등록된다면, 콜백 함수가 발생한다. 콜백 함수가 발생한다면, 콜백 함수에 의

해 비동기 통지가 제공된다. 일단 애플리케이션 (260) 이 통지된다면, 이 애플리케이션은 어느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

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함수 getnexevent ( ) (H) 를 호출한다. 또한, 이 호는 마스크 (J) 의 이벤트 (즉, 기록 이벤트) 

의 비트를 클리어링한다 (J). 애플리케이션 (260) 은 함수 async_select ( ) 에 대한 호를 통해 특정 이벤트의 후속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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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재등록해야 한다.

도 7 에서, 비동기 소켓 판독의 예시가 제공된다. 판독을 개시하기 위 해, 애플리케이션 (260) 은 함수 read ( ) 를 호

출한다 (A). 판독할 데이타가 부족하다면, 애플리케이션 (260) 은 이벤트를 등록 (즉, 미스크에서 대응하는 비트를 설

정) 하기 위해 함수 async_select ( ) 를 호출 (B) 하여, 통지를 수신한다. 이 예에서, 관심있는 특정 이벤트는, 애플리

케이션 (260) 에 의한 판독할 데이타가 있을 때 발생하는 판독 이벤트이다.

수신 큐에 데이타를 저장할 때, 판독 이벤트가 마스크에서 특정된다면 콜백 함수가 발생된다. 콜백 함수가 발생된다

면, 이 콜백함수에 의해 (C) 되어 비동기 통지를 제공한다. 일단 애플리케이션 (260) 이 통지된다면, 그것은 함수 get

nexevent ( ) (D) 를 호출하여 어느 이벤트가 발생했는지를 결정한다 (E). 또한, 이 호는 마스크 (F) 의 이벤트의 비트

를 클리어링한다. 애플리케이션 (260) 은 함수 async_select ( ) 에 대한 호를 통해 이벤트의 후속 통지를 재이네이블

하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신 큐에 저장된 데이타를 판독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260) 은 함수 read ( ) 를 호

출한다 (G).

도 8 내지 10 에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의 스테이트 머신 (state machine) 들이 예시된다. 도 8 내지 9 에서는, 통신 

프로토콜 스택 (280) 이 오픈되고 네트워크 서브시스템 접속 (즉, 트래픽 채널, 및 필요하다면 링크 레이어-로 소켓들

은 네트워크 서브시스템을 경유할 수 있다) 이 확립된다. 당업자는 본 발명의 범위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스테이트들

에 대한 다양한 이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비동기식으로 스테이트들 사이에서 전이할 수 있는 스테이트 머신은 판독, 기록, 및 클로즈와 같은 특정 이벤트들을 

컨트롤한다 (즉, 이네이블 또는 디스에이블). 이 특정 이벤트들은 동작의 시작시에 디스에이블될 수 있고, 소정의 스

테이트에서 이네이블되어 애플리케이션 (260) 을 보조하여 MS (110) 의 스테이트를 식별할 수 있다.

또한, API (270) 은 API (270) 의 스테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260) 에 의해 호출된 함수의 유형에 기초하여 특별한 (

즉, 단순히 일반적이지 않은) 특정 상태 메시지를 애플리케이션 (260) 에 통지한다. 특정 상태 메시지는 하부의 통신 

네트워크의 상태를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태 메시지들은 함수 호들의 변수 (argument) 로서 애플리케이션 (2

60) 에 통지된다.

도 8 에서, 예를 들면, API (270) 의 TCP 소켓에 대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 예시된다. 개시되지 않은 소켓은 'null' 

스테이트 (800) 에서 시작한다. 소켓이 할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켓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소켓은 발생되고,

소켓과 관련된 함수들을 이용하기 위해 서켓 디스크립터를 리턴하는 함수 socket ( ) 에 대한 호를 통해 개시된다. 함

수 socket ( ) 에 대한 호 (call) 후에, 스테이트 머신은 개시 스테이트 (805) 로 전이한다.

개시 스테이트 (805) 에 있어서, 함수 close ( ) 에 대한 TCP 접속 가능성이 호에 의해 종료될 때마다 스테이트 머신

은 널 (null) 스테이트 (800) 로 다시 전이한다. 함수 close ( ) 에 대한 호는 모든 소켓 관련 리소스들을 해제 (release

) 시킨다. 한편, 함수 connect ( ) 에 대한 호는 TCP 접속을 개시하고, 스테이트 머신을 '오프닝 (opening) 스테이트 (

810)'으로 전이시킨다.

오프닝 (opening) 스테이트 (810) 에서, (1) 네트워크 서브시스템 실패가 발생할 때, (2) TCP 접속을 확립하지 못할 

때, (3) IP 어드레스가 변경될 때, 스테이트 머신은 '클로즈드 (closed)' 스테이트 (815) 로 전이한다. 또한, 종료 절차

가 개시되는 동안, TCP 접속을 종료시키는 함수 close ( ) 에 대한 호 (call) 후에, 스테이트 머신은 소켓을 '클로징 (cl

osing; 820)' 스테이트로 전이시킨다. 마지막으로, TCP 접속이 확립될 때, 스테이트 머신은 '오프닝 (opening)' 스테

이트 (825) 로 전이한다.

오픈 스테이트 (825) 에서, 소켓은 오픈되어, 판독하고 기록한다. 특히, 기록 이벤트는 즉시 이네이블되는 한편, 판독 

이벤트는 데이타가 통신 프로토콜 스택 (280) 의 메모리로 저장되는지에 따라 이네이블된다. 스테이트 머신은 (1) 네

트워크 시스템 실패가 발생할 때, (2) TCP 접속을 확립하지 못할 때, (3) TCP 리셋, TCP 실패, 또는 네트워크 서버에

의해 개시된 TCP 클로즈드와 같이, TCP 접속을 종료하려고 시도할 때, 클로즈드 스테이트 (815) 로 전이한다. 함수 

클로즈드 (closed) ( ) 에 대한 호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개시된 TCP 접속 종료는 스테이트 머신들을 클로징 

스테이트 (820) 로 전이시킨다.

클로즈드 스테이트 (815) 에서, 판독, 기록, 및 클로즈 이벤트들은 모두 어서트된다. TCP 접속을 종료시키는 함수 cl

ose ( ) 에 대한 호 (call) 후에, 스테이트 머신은 소켓을 자유롭게 하고 그것을 재이용가능하게 하는 널 스테이트 (800

) 으로 전이시킨다.

클로징 스테이트 (820) 에서, 스테이트 머신은 (1) 네트워크 시스템 실패가 발생할 때, (2) TCP 리셋, TCP 실패, 또

는 네트워크 서버에 의해 개시된 TCP 클로즈드와 같이, TCP 접속을 종료하려고 시도할 때, (3) 타이머의 시간 종료

할 때, 및 (4) IP 어드레스가 변할 때, '클로즈 대기 (wait for close)' 스테이트로 전이한다. TCP 접속 종료시, 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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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방지하기 위해, API (270) 는 TCP 접속 종료의 개시시에 활성화되는 타이머를 구현한다. 개시된 바와 같이, 타이

머의 시간 종료는 스테이트 머신을 널 스테이트 (830) 으로 전이시킨다.

클로즈 스테이트 (830) 의 대기에 있어서, 함수 close ( ) 에 대한 호는 TCP 접속을 종료시키고, 스테이트 머신을 널 

스테이트 (800) 으로 전이시킨다. 클로즈 이벤트는 이 스테이트 (830) 에서 어서트 (assert) 된다.

표 1 내지 3 은 API (270) 에 의해 지원되는 특정 상태 메시지들을 예시한다. 널 스테이트 (표 1 내지 3 에, 나타내지 

않음) 에서, 설명적인 특정 상태 메시지는 애플리케이션 (260) 에 통지될 수 있다.

<표 1>

스테이트 접속 함수 유형에 대한 특정 상태 메시지

개시 이것이 차단 함수 호라면, 동작이 차단될 것이다.

오프닝 접속 진행

오픈 접속 확립

클로징 TCP 접속이 발생 시도의 부족에 기인하여 존재하지 않거나, 접속 시도가 실패

클로즈 대기
TCP 접속이 발생 시도의 부족에 기인하여 존재하지 않거나, 접속 시도가 실패; 또는

일반 네트워크 에러; 하위 네트워크는 이용가능하지 않다

클로즈드

일반 네트워크 에러; 하위 네트워크가 이용가능하지 않다;

접속 시도가 서버 리셋 때문에 거절되었다;

진행중의 접속이 시간종료가 되었다; 또는

PPP resync에 기인하여 TCP 접속을 리셋하도록 하는 네트워크 레벨 IP 어드레스 변경

<표 2>

스테이트 I/O 함수 유형에 대한 특정 상태 메시지

초기화 TCP 접속은 발생 시도의 부족 또는 접속 시도 실패에 기인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오프닝 이것이 차단함수 호라면, 동작은 차단될 것이다

오픈 이것이 차단함수 호라면, 동작은 차단될 것이다(바이트 판독/기록의 수)

클로징 TCP 접속은 발생 시도의 부족 또는 접속 시도 실패에 기인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클로즈를 대기
TCP 접속이 발생 시도의 부족에 기인하여 존재하지 않거나, 접속 시도가 실패; 또는

일반 네트워크 에러; 하위 네트워크는 이용가능하지 않다

클로즈드

일반 네트워크 에러; 하위 네트워크가 이용가능하지 않다;

서버는 접속을 리셋시킨다; 서버 리셋의 수신;

TCP 접속은 시간 종료 또는 다른 이유에 기인하여 실패한다; 또는

TCP 접속은 발생 시도의 부족 또는 접속 시도 실패에 기인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표 3>

스테이트 클로즈 함수 유형에 대한 특정 상태 메시지

초기화 어떤 에러 상황도 통지되지 않음

오프닝 이것이 차단함수 호라면, 동작은 차단될 것이다

오픈 이것이 차단함수 호라면, 동작은 차단될 것이다

클로징 이것이 차단함수 호라면, 동작은 차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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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를 대기 성공-어떤 에러 상황도 통지되지 않음

클로즈드 성공-어떤 에러 상황도 통지되지 않음

예로서, 도 9 는 API (270) 에 대한 UDP 소켓에 대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예시한다. 초기화되지 않은 소켓은 '널 

(null)' 스테이트 (900) 를 시작한다. 널 스테이트 (800) 에 관하여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켓이 할당되지 않았

기 때문에, 소켓은 존재하지 않는다. 소켓은 생성될 수 있고, 소켓 디스크립터를 리턴하여 소켓 관련 함수들로 이용하

는 함수 socket ( ) 에 대한 호를 통해 초기화될 수 있다. 함수 socket ( ) 에 대한 호의 후에, 스테이트 머신은 '오픈 (o

pen)' 스테이트 (905) 로 전이한다.

오픈 스테이트 (905) 에서, 소켓은 오픈되어 판독하고 기록한다. 특히, 기록 이벤트가 즉시 이네이블되는 한편, 판독 

이벤트는 데이타가 통신 프로토콜 스택 (280) 의 메모리에 저장되는지에 기초하여 이네이블된다. 네트워크 서브시스

템 실패가 발생할 때마다 스테이트 머신은 '클로즈드 (closed)' 스테이트 (910) 로 전이한다. 함수 close ( ) 에 대한 

호에 의하는 경우와 같이, 애플리케이션 초기화 UDP 접속 종료는 스테이트 머신을 널 스테이트 (900) 로 전이시킨다.

클로즈드 스테이트 (910) 에서, 판독, 기록, 및 클로즈 이벤트들은 모두 이네이블된다. UDP 접속을 종료하는 함수 cl

ose ( ) 에 대한 호 후에, 스테이트 머신은 소켓을 자유롭게 하여 그것을 재이용가능하게 하는 널 스테이트 (900) 으로

전이시킨다.

표 4 내지 6 은 API (270) 에 의해 지원되는 특정 상태 메시지들을 나타낸다. 널 스테이트 (표 4 내지 6 에 나타내지 

않음) 에서, 상기와 같은 '어떤 추가 리소스들도 이용가능하지 않다'라는 특정 상태 메시지가 애플리케이션 (260) 에 

통지될 수 있다.

<표 4>

스테이트 접속 함수 유형에 대한 특정 상태 메시지들

오픈 성공-어떤 에러 상황도 통지되지 않음

클로즈드 일반 네트워크 에러; 하위 네트워크는 이용가능하지 않다

<표 5>

스테이트 I/O 함수 유형에 대한 특정 상태 메시지들

오픈 이것이 차단함수 호라면, 동작은 차단될 것이다(바이트 판독/기록의 수)

클로즈드 일반 네트워크 에러; 하위 네트워크는 이용가능하지 않다

<표 6>

스테이트 클로즈 함수 유형에 대한 특정 상태 메시지들

오픈 성공-어떤 에러 상황도 통지되지 않음

클로즈드 성공-어떤 에러 상황도 통지되지 않음

도 10 은 트래픽 채널 (즉, Um) 및 링크-레이어 (즉, PPP (206)) 과 같은 네트워크 시스템을 제어하는 스테이트 다이

어그램을 나타낸다. 함수 open_netlib ( ) 에 대한 호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오픈하고, 소켓을 '클로즈드' 스테이트 (10

00) 로 초기화한다. 함수 pppopen ( ) 에 대한 호는, 소켓을 '오프닝' 스테이트 (1005) 로 전이시키는 네트워크 시스템

접속을 개시한다. 또한, 수신 PPP 호에 의한 MS (110) 으로의 페이지는 소켓을 오프닝 스테이트 (1005) 로 전이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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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양 경우에서, 성공적인 교섭시에, MS (110) 는 트래픽 채널을 통해 RLP 및 PPP를 동기시키고 확립한다.

오프닝 스테이트 (1005) 에서, 네트워크 서브시스템 접속의 확립시에, 소켓은 '오프닝' 스테이트 (1010) 로 전이한다.

한편, 접속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소켓은 클로즈드 스테이트 (1000) 로 다시 전이한다.

오프닝 스테이트 (1010) 에서, 이네이블되는 판독, 기록, 및 클로즈와 같은 애플리케이션 (1060) 특정 이벤트들을 식

별하기 위해, 콜백 함수가 발생된다. 이 때, MS (110) 는 트래픽 채널을 통해 통신할 수 있다. 그러나, 콜백 함수를 발

생하는 네트워크 서브시스템 실패가 발생할 때마다 소켓은 클로즈드 스테이트 (1000) 로 전이한다. 함수 close ( ) 에

대한 호에 의한 경우와 같이 애플리케이션이 개시된 네트워크 서브시스템 접속 종료는, 소켓을 '클로징' 스테이트 (10

15) 로 전이시킨다.

클로징 스테이트 (1015) 에서, 네트워크 서브시스템 접속이 종료될 때마다, 소켓은 클로즈드 스테이트 (1000) 로 전

이한다. 클로즈드 스테이트 (1000) 에서, 이네이블되는 애플리케이션 (260) 특정 이벤트들을 식별하기 위해, 콜백 함

수가 발생된다.

도 7 은 특정 함수 호들에 대응하고 API (270) 에 의해 지원되는 특정 상태 메시지들을 나타낸다.

<표 7>

함수 호 (및 디스크립션) 특정 상태 메시지

socket ( )

소켓 생성 및 소켓 디스크립션 리

턴

지원되지 않는 어드레스;

무효의 애플리케이션 식별자;

프로토콜이 소켓에 대해 잘못됨;

무효의 또는 지원되지 않는 소켓 파라미터;

지원되지 않는 프로토콜; 또는

단지 이용가능한 소켓 리소스

connect ( )

TCP 접속을 개시

이것이 차단 (blocking) 함수 호라면, 동작이 차단될 것이다.

무효의 소켓 디스크립터;

접속 시도가 서버 리셋의 수신에 기인하여 거절된다;

접속 시간 종료;

유효한 어드레스 공간의 부분이 아닌 애플리케이션 버퍼;

어드레스 길이 또는 메시지 길이에 대해 특정된 무효 사이즈;

PPP 동시재발생 (resync) 에 기인하여 TCP 접속이 리셋되도록 하는 변화된 네

트워크 레벨 IP 어드레스;

진행중의 접속;

이미 접속된 소켓 디스크립터;

일반 네트워크 에러; 하위 네트워크는 이용디스에이블하다;

특정의 무효 서버 어드레스;

이미 이용중의 어드레스; 또는

필요한 목적지 어드레스

pppopen ( )

네트워크 접속을 확립

이것이 차단 함수 호라면, 동작이 차단될 것이다;

특정의 무효 애플리케이션 식별자; 또는

진행중의 네트워크 접속의 종료

net_ioctl ( )

네트워크 특징들을 설정

특정의 무효의 애플리케이션 식별자;

무효의 리퀘스트 또는 파라미터;

확립된 네트워크 접속; 또는

진행중의 네트워크 접속

open_netlib ( )

통신 프로토콜 스택을 오픈

더이상의 어떤 애플리케이션도 이용가능하지 않다-오픈 애플리케이션들의 최

대 숫자 초과

close_netlib ( )

통신 프로토콜 스택을 클로즈

무효의 애플리케이션 식별자 특정;

존재하는 할당된 소켓들이 있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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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접속이 여전히 확립되어 았다

bind( )

고객 소켓들에 대해, 로컬 어드레

스 및 포트

값을 소켓에 붙이기

특정의 무효의 소켓 디스크립터;

존재하고, 할당된 소켓들이 있거나; 또는

네트워크 접속이 여전히 확립되어 있다

close( )

재이용을 위해 소켓을 클로징하여 

자유롭게

함

특정의 무효의 소켓 디스크립터; 또는

이것이 차단 함수 호 (blocking 함수 call) 라면, 동작은 차단될 것이다

pppclose ( )

네트워크 접속을 클로즈
이것이 차단 함수 호라면, 동작은 차단될 것이다

netstatus ( )

네크워크 접속에 대한 상태를 통지

무효의 애플리케이션 식별자가 특정;

하위 네트워크가 이용가능하지 않고;

네트워크 접속이 확립되고 이용가능;

네트워크 접속이 진행중;

네트워크 접속의 종료가 진행중;

어떤 CDMA (즉, 트래픽 채널) 서비스도 이용가능하지 않음;

CDMA 서비스는 이용가능하지만, 기지국이 서비스 선택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은 실패; 또는

CDMA 서비스는 이용가능하지만, 기지국이 서비스 선택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발생은 실패

async_select ( )

특정 소켓에 대한 특정 이벤트들을 등록
무효의 소켓 디스크립터 특정

getnextevent ( )

발생한 다음 소켓 디스크립터 및 이벤트들을

획득

무효의 소켓 디스크립터 특정; 또는

무효의 애플리케이션 식별자 특정

write ( )

바이트들의 특정 숫자를 기록-인접하거나 

인접하지 않은 버퍼들

무효의 소켓 디스크립터 특정;

존재하는 TCP 접속은 없음;

TCP 접속에 대한 서버 리셋;

시간 종료 또는 다른 실패에 기인한 TCP 접속 실패;

PPP 재동기에 기인한, TCP 접속이 리셋되도록 하는 네트워크 레벨 IP

어드레스 변경;

PPP 접속 클로즈;

네트워크가 이용가능하지 않음;

애플리케이션 버퍼가어드레스 공간의 유효헌 부분이 아님; 또는

어떤 자유 버퍼도 기록에 이용가능하지 않음

read ( )

바이트들의 특정 숫자를 판독

무효의 소켓 디스크립터 특정;

어드레스 패밀리가 지원되지 않음;

서버가 TCP 접속을 리셋;

시간 종료 또는 다른 실패에 기인한 TCP 접속 실패;

PPP 재동기에 기인하여, TCP 접속이 리셋하도록 하는 네트워크 레벨 

IP 어드레스 변경;

TCP 접속 클로즈;

네트워크는 이용가능하지 않거나;

애플리케이션 버퍼는 어드레스 공간의 유효한 부분이 안니거나; 또는

파일 마커 (file marker) 의 끝의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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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dto ( )

바이트들의 특정 숫자

무효 소켓 디스크립터가 특정되거나;

어드레스 패밀가 지원되지 않거나;

어떤 자유 버퍼들도 기록에 이용가능하지 않거나;

네트워크가 이용가능하지 않거나;

애플리케이션 버퍼들이 어드렉스 공간의 유효한 부분이 아니거나;

특정 선택이 지원되지 않거나; 또는

목적지 어드레스가 요청됨

recvfrom ( )

바이트들의 특정 숫자를 판독

무효의 소켓 디스크립터가 특정되거나;

어드레스 패밀리가 지원되지 않거나;

어떤 프리 버퍼들이 기록에 이용가능하지 않거나;

네트워크가 이용가능하지 않거나;

애플리케이션 버퍼가 어드레스 공간의 유효한 부분이 아니거나; 또는

특정 선택이 지원되지 않음

또 다른 실시예에서, 머신은 인코딩된 소프트웨어와 같은 인코딩된 정보를 포함하는 머신-판독가능한 매체를 판독하

여, 이동국 애플리케이션이 특정 상태 메시지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상기의 단계들을 발생한다. 머신-판독가능

한 매체는 인코딩된 정보를 메모리 또는 저장 디스크와 같은 저장 장치로부터 또는 통신 네트워크로부터 수신할 수 

있다. 또한, 머신-판독 가능한 매체는, 매체가 제조될 때, 인코딩된 정보로 프로그램될 수 있다. 머신은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260), 통신 프로토콜 스택 (280), 및 API (270) 을 포함할 수 있는 한편, 머신-판독 가능 매체는 메모

리 또는 저장 디스크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은 특정 실시예에 관하여 설명되었지만, 그것에 한정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오히려, 본 발명은 단지 첨

부된 청구의 범위 및 그 균등물들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국 애플리케이션이 복수의 특정 상태 메시지들을 식별하는 방법으로서,

이동국 통신 프로토콜 스택과 통신 네트워크 사이에서 통신하는 단계;

이동국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이동국 통신 프로토콜 스택과 상기 이동국 애플리케이션 사이에서 통

신하는 단계;

상기 이동국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함수를 호출하는 단계;

상기 이동국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의 스테이트 및 호출된 함수에 기초하여, 상기 이동국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

스에 의해 하나 이상의 특정 상태 메시지들을 선택하는 단계; 및

상기 이동국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에 의해, 상기 이동국 애플리케이션에 상기 하나 이상의 특정 상태 메시지들을 

통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 애플리케이션은 호출된 함수의 변수 (argument) 에 의해 상기 이동국 애플리케이션에 상기 하나 이상의

특정 상태 메시지들을 통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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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는 복수의 스테이트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는 비동기식으로 스테이트들 사이를 전이 (transition)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

청구항 5.
이동국 애플리케이션이 복수의 특정 상태 메시지들을 식별하는 장치로서,

통신 네트워크와 통신하는 이동국 통신 프로토콜 스택;

함수를 호출하는 이동국 애플리케이션; 및

이동국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의 스테이트 및 호출되는 함수에 기초하여 하나 이상의 특정 상태 메시지들을 선택

하는 이동국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를 포함하고,

상기 이동국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는 상기 이동국 애플리케이션과 상기 이동국 통신 프로토콜 스택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이동국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는 상기 이동국 애플리케이션에 상기 하나 이상의 특정 상태 메시지들을 통지

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는 호출된 함수의 변수에 의해 상기 이 동국 애플리케이션에 상기 하나 이상의 

특정 상태 메시지들을 통지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는 복수의 스테이트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는 비동기식으로 스테이들 사이를 전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
머신에 의해 판독될 때,

이동국 통신 프로토콜 스택과 통신 네트워크 사이에서 통신하는 단계;

이동국 통신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이동국 통신 프로토콜 스택과 이동국 애플리케이션 사이에서 통

신하는 단계;

상기 이동국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함수를 호출하는 단계;

상기 이동국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의 스테이트 및 호출된 함수에 기초하여, 상기 이동국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

스에 의해 하나 이상의 특정 상태 메시지들을 선택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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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동국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에 의해, 상기 이동국 애플리케이션에 상기 하나 이상의 특정 상태 메시지들을 

통지하는 단계들을 발생하는 인코딩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머신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 애플리케이션은 호출된 함수의 변수에 의해 상기 이동국 애플리케이션에 상기 하나 이상의 특정 상태 메

시지들을 통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는 복수의 스테이트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하는 머신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는 비동기식으로 스테이트들 사이를 전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머신 판독가

능 매체.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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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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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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