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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강화된 상태 기계 전력 관리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상태 기계들에 대한 전력을 관리한다. 본 발명의 시스템 및 방법은 전력 관리 방식, 지능,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등에 기초하여 상태 기계의 부분들에 전력을 선택적으로 인가, 제거 및/또는 감소시킨다.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 및 방법은

CPU 및/또는 네트워크 무선장치(network radio)를 "온" 상태로 유지하면서, 전력 소모를 감소시키기 위해 상태 기계의 다

른 부분들로의 전력을 낮추거나 및/또는 제거한다. 전술한 바에 따라 무선 이동 단말은 네트워크 접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링크 상태 변경, 네트워크 연결 유지, 프록시-ARP 패킷, 재인증 패킷 등과 같은 이벤트를 서비스하기 위해 기동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전력 관리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될 수 있고, 전력 제어, 키, 트리거, 터치 스크린, 기동 타이머, 웨이

크-온-랜(wake-on LAN) 등과 같은 기동 소스로부터의 호출을 통해 무선 이동 단말을 "실행" 상태로 복귀시킬 수 있다.

대표도

도 6

색인어

상태 기계, 무선 이동 단말, 전력, 선택적 전력 관리, CPU, 네트워크 무선장치, 네트워크 접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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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상태 기계의 여러 부분들에 제공되는 전력을 관리하는 예시적인 시스템.

도 2는 구성 뱅크에 저장된 구성을 통해 상태 기계 전력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예시적인 시스템.

도 3은 휴대용 단말을 위한 전력을 관리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 저장기로부터의 전력 관리 방식을 사용하는 예시적인 전력

관리 시스템.

도 4는 직접 연결 및/또는 중간 네트워크 및/또는 버스를 통해 상태 기계에 전력 관리를 제공하는 예시적인 시스템.

도 5는 무선 네트워크 및/또는 버스를 통해 상태 기계에 전력 관리를 제공하는 예시적인 시스템.

도 6은 상태 기계를 위한 선택적 전력 관리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예시적인 상태도.

도 7은 상태 기계를 위한 선택적 전력 관리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예시적인 흐름도.

도 8은 요청에 응답하여 상태 기계 전력을 선택적으로 감소시키는 예시적인 방법을 도시하는 도면.

도 9는 상태 기계 전력의 일부를 감소시킬 때를 판정하기 위한 예시적인 방법을 도시하는 도면.

도 10은 요청에 응답하여 상태 기계 전력을 선택적으로 회복시키거나 증가시키는 예시적인 방법을 도시하는 도면.

도 11은 상태 기계 전력을 회복시키거나 증가시킬 때를 판정하기 위한 예시적인 방법을 도시하는 도면.

도 12는 본 발명과 결합하여 사용될 수 있는 예시적인 휴대 단말.

도 13은 본 발명과 결합하여 사용될 수 있는 예시적인 네트워킹 환경.

도 14는 본 발명과 결합하여 사용될 수 있는 예시적인 운영 환경.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200, 300, 400, 500: 전력 관리 시스템

110, 210, 310, 410, 510: 전력 관리 컴포넌트

120: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220: 구성 뱅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상태 기계 전력 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강화된 전력 관리 기술을 통해 상태 기계

의 부분에 선택적으로 전력을 제공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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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네트워크는 서로 통신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예를 들면, 네트워크 케이블, 허브, 스위치 등) 및/또는 무선 기술

(예를 들면, 무선 주파수(RF), 적외선(IR) 등)을 통해 서로 연결되고 소프트웨어층(예를 들면, 프로토콜, 드라이버 등)을 사

용하는 적어도 두 개의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장치를 포함한다. 많은 예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장치 중 적어도 하

나는 컴퓨터(예를 들면, 데스크탑, 워크스테이션, 랩탑, 개인용 디지털 기기(PDA), 휴대용 이동 단말 등)이다. 예를 들면,

단일 컴퓨터는 프린터, 스캐너 및/또는 팩시밀리 기기와 같은 주변 장치와 네트워크화되어, 예를 들면 정보의 하드 카피 생

성, 하드 카피의 전자 데이터로의 변환 및/또는 정보의 교환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체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

다른 예에서, 주변 장치는 물론 둘 이상의 컴퓨터가 네트워크화될 수 있고, 네트워크화된 컴퓨터는 임의의 보안 정책, 특

권, 권리 등의 범위 내에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다른 예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장치는 기계,

프로세스, 공장 등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조립 라인에 있는 로봇은 조립 라인에 있는 그외의 프로세스들(예를 들면, 선행

및 후행 프로세스), 중앙 제어 센터, 데이터 저장기, 데이터 분석기, 문제해결 유닛 등과 네트워킹될 수 있다. 또한, 이 네트

워크는 하나 이상의 그외의 네트워크와 연결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네트워크 컴포넌트가 다른 네트워크 컴포넌트로 신호를 전송할 때, 전송 네트워크 컴포넌트는 통상적

으로 적당한 시간 프레임 내에 수신 네트워크 컴포넌트로부터의 응답을 기대한다. 응답이 적당한 시간 내에 수신되지 않으

면(예를 들면, 타임아웃 경과), 일반적으로 통신은 종료된다. 이러한 전송에 시기적절하게 응답하기 위해서, 많은 장치는

고전력(예를 들면, 완전 전력) 모드에서 계속적으로 동작하여, 장치가 인입하는 전송을 연속적, 주기적 및/또는 요청에 따

라 모니터링, 수신, 및 응답하도록 한다.

그러나, 현재 산업 경향은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전력 소모를 줄이는 공통된 기술은 장치를 저전력 또는 "오프"

상태로 천이시키는 자동 전력 관리 설비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많은 장치는 완전 전력이 요구되지 않을 때 시스템 소프트

웨어/펌웨어(예를 들면, 운영 체계 또는 애플리케이션)가 자동적으로 장치를 저전력 상태(예를 들면, 대기, 보류, 동면, 수

면, 깊은 수면 등)로 천이시켜 제어할 수 있게 하는 ACPI(Advanced Configuration and Power Interface)와 같은 표준 전

력 관리 기술들을 사용한다. 통상적으로, 장치가 저전력 상태로 천이될 때, 네트워크 접속은 종료되고 전력은 CPU, 휘발성

메모리, 트랜시버 등으로부터 제거된다. 전술한 바에 따라 전력 소모 및 배터리 수명이 절약될 수 있지만, 장치는 고전력

상태로 돌아갈 때까지 외부 세계와 통신을 할 수 없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하는 본 발명의 몇 가지 형태의 기본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간단한 개요를 제공한다. 이 개요는 본 발명

의 확장된 개요가 아니다. 이는 본 발명의 중요/결정적 컴포넌트를 나타내거나 본 발명의 범위를 서술하는 것으로 의도되

지 않았다. 단지 이후 제시될 상세한 설명에 대한 서두로서 본 발명의 일부 개념을 간단한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발명의 시스템 및 방법은 상태 기계에 대한 선택적 전력 관리를 제공한다. 이러한 전력 관리는 상태 기계의 비활성

(inactive) 또는 비사용 부분으로부터 (예를 들면, 전부 또는 일부의) 전력을 제거하면서, 상태 기계의 나머지 부분(예를 들

면, 활성, 원하는 부분 등)에 전력을 유지하도록 구성가능하다. 전술한 바에 따르면,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이동 중 전원으

로서 배터리 전력을 사용하는, 휴대용 단말, 유닛 또는 데이터 판독기와 같은 무선 이동 컴퓨팅 장치에서, 전력 소모를 감

소시키고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예로서, 전력은 네트워크 데이터를 계속 수신하고 및/또는 신뢰성있는 네트워

크 접속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히, 휴대용 단말의 CPU 및/또는 네트워크 무선장치에 선택적으로 인가될 수 있고, 배터리

수명을 증가시킬 수 있게 전력 소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백라이트, 스캐너, 주변장치 포트 등과 같은 비활성

컴포넌트들로부터 제거될 수 있다. 전력은, 예를 들면 시간의 만료, 이벤트, 인터럽트,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키/버튼/화면

누름, 네트워크 전송, 직렬 및/또는 USB 전송, 지능, 미리 정의된 조건 등의 통지를 제공하는 임의의 공지된 수단에 따른

부분들에 리턴될 수 있다.

시스템 및 방법은 본질적으로 임의의 상태 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될 수 있는 전력 관리 컴포넌트를 사용한다. 이 전력 관리

컴포넌트는 하나 이상의 다른 종류의 상태 기계에 대한 전력 관리 방식을 정의하는 다양한 전력 관리 구성(예를 들면, 디폴

트, 사용자 정의, 애플리케이션 생성, 지능 생성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종래의 시스템은 전력을 절약하기 위해서 통상적으

로 저전력 상태(예를 들면, 대기, 보류, 동면, 수면, 깊은 수면 등)로 천이하고, 전력은 CPU 및/또는 네트워크 지원기를 포

함하는 거의 모든 컴포넌트로부터 제거되어, 상태 기계는 동작가능하지 않게 되고 네트워크 통신은 사용불가 또는 지연된

다(예를 들면, 데이터가 수신되기 전에 상태 기계가 "기동"되도록 요구됨). 그러므로, 본 발명의 일 양상은 상태 기계의 다

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력을 낮추거나 제거하면서 네트워크 통신과 같은 원하는 기능은 활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종

래의 시스템에 대한 개선점을 제공하여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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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일 양상에서,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시스템 및 방법은 무선 이동 단말에 대한 전력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

된다. 일반적으로, 무선 이동 단말은 통상적으로 네트워크 접속성을 유지해야만 하고 및/또는 링크 상태 변경, 네트워크 연

결 유지(keep aive), 프록시-ARP 패킷, 및 재인증 패킷과 같은 이벤트를 서비스하기 위해 기동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그

러므로, 무선 이동 단말은 공통적으로 수정된 보류 상태 동안에는 CPU 및/또는 네트워크 무선장치가 전력을 받는 상태에

있게 되도록 하는 전력 관리일 것이다. 전술한 것은, 예를 들면 백그라운드 전력 관리 기술을 사용하는 본 발명을 이용하

여, 본 명세서에 설명된 새로운 전력 관리 시스템 및 방법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단말이 보류 상태로 천이

할 때 수동적으로 및/또는 자동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디스플레이 및/또는 그외의 주변 장치가 배터리

수명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력을 낮추면서, CPU 및/또는 네트워크 무선장치는 전력 온으로 유지할 수 있다. 무선 이동 단말

은 전력 제어, 키, 트리거, 터치 화면, 기동 타이머, 웨이크-온-랜(wake-on-LAN) 등을 포함하는 종래의 기동 소스를 통

해 백그라운드 상태로부터 고전력 또는 "실행(run)" 상태로 복귀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서, 전력 관리 컴포넌트를 포함하는 시스템이 예시된다. 시스템은, 사용가능하면, 원하는 수준의 기

능을 유지하면서, 전력 소모를 감소시키고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임의의 상태 기계(예를 들면, 휴대용 단말 등)과

필수적으로 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전력 관리 컴포넌트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활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하의 액션,

즉 시간의 만료, 비활성화, 인터럽트, 이벤트, 사용자 요청, 프로그램 API(programmatic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애플리케이션, 해당 상태 기계, 및/또는 다른 상태 기계 등의 액션이 사용되어 전력 관리 컴포넌트를 발동시킬 수 있다. 추

가적 또는 대안적으로, 전력 관리 컴포넌트는 전력 관리를 사용할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 상태 기계를 간헐적으로 또

는 연속적으로(예를 들면, 사용 및 활성화의 빈도에 대해) 폴링(polling)할 수 있다. 전력 관리 컴포넌트는 BIOS에서 실행

되거나, 또는 애플리케이션, 외부 장치, 운영 체계(OS) 등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활성화는 선택적인 전력 제거 및/또는 상태 기계의 분석을 발생시켜 전력을 어디로(예를 들면, 현재 수준에서 없는

수준으로) 감소시킬지를 판정할 수 있다. 전력을 어디로 제거할지 판정하거나 통지받으면, 전력 관리 컴포넌트는 사용자에

게 알리고, 확인통지를 대기하고 및/또는 자동적으로 전력을 제거한다. 이러한 제거는 다른 상태 기계 컴포넌트(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백라이트, 스캐너, 주변장치 포트 등)로의 전력을 감소시키면서 상태 기계의 일부 컴포넌트(예를 들면, CPU,

네트워크 접속, 네트워크 무선장치 등)에 동작가능한 전력을 유지하도록 수행될 수 있다. 전술한 것은 전력 소모를 줄이고

및/또는 배터리 수명을 개선하면서, 사용자에게 네트워크 데이터 수신과 같은 원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전력 관리 컴포넌트는 상태 기계의 컴포넌트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추가적으로(예를 들면, 전력이 상태 기계 컴포넌트로

부터 감소되거나 및/또는 제거된 후) 발동될 수 있다. 이러한 활성화는 키 누름 및/또는 돌림, 터치 화면 상의 터치, API를

통한 프로그램 제어, 음성 활성화, 타임아웃 만료, 날짜, 전류, 요청, 신호(예를 들면, 직접 및 무선 접속을 통한), 이동 감지,

네트워크 패킷(예를 들면, "연결 유지" 신호 및 웨이크-온-랜 요청을 통한), 이력 정보, 기계 학습, 분류기, 추론, 확률 등을

통해 개시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서, 전력 관리 컴포넌트는 구성 뱅크에 저장된 전력 관리 방법(예를 들면, 구성들)을 사용한다. 전력

관리 구성은 전력 관리를 사용 및/또는 변경할 때 얻어질 수 있다. 구성 뱅크는 전력 관리 컴포넌트와 연결하여 로컬 및/또

는 원격으로 배치될 수 있고, 여기에 저장된 구성은 요청에 따라 생성되고, 사용자, API, 및/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업

로딩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은 디폴트, 사용자 정의, 애플리케이션 생성 및/또는 지능적 생성될 수 있고, 동적으로 수정되

고, 순차적으로 및/또는 동시에 하나 이상의 상태 기계들과 연결하여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상에서, 복수의 구성 저장기 및 구성 API가 전력 관리 구성을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이러

한 저장기는 디폴트, 사용자 정의, 애플리케이션 생성 및/또는 지능 기반 구성 저장기를 포함한다. 사용자 정의 구성 저장

기는 사용자에 의해 생성된 구성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은 단말, 애플리케이션 및/또는 사용자 특정

적일 수 있고, 유사 단말에 대해 다중의 구성을 제공할 수 있다. 저장된 디폴트는 시험, 설계 규격, 고객 주문, 및/또는 그외

의 발견적 방법에 기초하는 일반적인 구성을 제공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생성 구성 저장기는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생성

되고 특정 소프트웨어를 착수할 구성을 저장할 수 있다. 지능 기반 구성 저장기는 기계 학습, 통계, 확률, 추론 및/또는 분

류기와 연결하여 자동적으로 생성된 구성을 저장할 수 있다. 구성 API는 사용자에 의해 사용되어 전력 관리를 동적으로 정

의하고 및/또는 실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 있어서, 전력 관리 시스템은 직접 연결, 중간 네트워크/버스 및/또는 무선으로 전력을 관리할 수 있

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전력의 제어는 저장기 내에 저장되거나 및/또는 API를 통한 구성에 기초할 수 있다. 이러한 전력 관

리는 단독 시스템 및/또는 유사하거나 및/또는 다른 종류의 네트워크에 있는 복수의 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전력

은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다른 시스템에 대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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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서, 상태 기계 전력의 선택적 관리와 관련된 상태도, 흐름도, 방법 및 다양한 환경이 명시된다. 상태

도 및 흐름도는 고전력에서 저전력 및/또는 오프 상태로의 천이, 및 다양한 그들의 조합을 도시한다. 또한, 방법은 자체 모

니터링 및 외부 발동을 포함하여 고전력과 저전력 사이의 천이를 도시한다. 환경은 본 발명의 양상들에 따라 사용될 수 있

는 예시적인 데이터 판독기, 네트워크 및 운영 체계를 포함한다.

전술되고 관련된 목적의 달성을 위해, 본 발명은 이하 특허 청구의 범위에 완전하게 설명되고 구체적으로 기술된 특징을

포함한다. 이하의 설명 및 첨부된 도면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양상 및 구현예를 상세하게 기술한다. 그러나, 이들은 예시를

위한 것이며, 본 발명의 원리가 이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 일부일 뿐이다. 본 발명의 그외의 목적, 이익 및 새로운 특징

들은 도면과 결합하여 고려될 때 본 발명의 이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자명해질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상태 기계 전력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한다. 본 시스템 및 방법은 상태 기계의 어느 부분

이 전력을 받을지 선택하고 및/또는 이러한 부분에 전력을 인가할지의 여부를 선택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전력 관리 컴포넌트를 포함한다. 이러한 전력 차등은 디폴트, 사용자 정의 및/또는 지능 생성 전력 관리 구성으로서 제공될

수 있고 필수적으로 임의의 상태 기계에서 사용될 수 있다. 시스템 및 방법은 전력 소모를 감소시키고 및/또는 배터리 수명

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휴대용 단말 또는 스캐너/판독기와 같은 유선 접속되거나 및/또는 배터리 전력공급되는

무선 이동 컴퓨팅 장치에 연결되어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새로운 전력 관리 방법은 비활성 컴포넌트로의 전력을 낮추

거나 및/또는 제거하면서, 예를 들면 네트워크 접속 및 네트워크 무선장치와 같은 원하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전력이 인

가되게 한다. 전술한 것은 고전력 모드에 남아 있거나 또는 전력을 절약하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모든 네트워크 기능이 보

류되는 저전력 모드로 천이하는 종래의 시스템에 대한 개선점이다.

본 발명은 이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되는데, 동일한 참조 번호는 명세서 전체에서 동일한 컴포넌트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

된다. 이하 설명에서, 설명을 목적으로, 본 발명의 완전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수의 특정한 상세 부분이 설명되었다.

그러나, 본 발명이 이러한 특정한 상세 부분없이 실시될 수 있음은 명백할 것이다. 그외의 예들에서, 공지된 구조 및 장치

는 본 발명의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블럭도로 도시하였다.

도 1은 상태 기계 전력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100)을 도시한다. 시스템(100)은 전력 관리 컴포넌트(110) 및 인터

페이스 컴포넌트(120)를 포함한다. 시스템(100)은, 사용가능하면, 원하는 수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전력 소모를 감소시

키고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임의의 상태 기계(예를 들면, 휴대용 단말, 데이터 판독 유닛, 랩탑 컴퓨터, VCR,

스테레오, 전화, 경보 시스템 등)과 접속되어 사용될 수 있다.

예로서, 시스템(100)은 상태 기계의 적어도 일부분으로부터 각각의 부분들이 전력을 요구하지 않을 때(예를 들면, 비활성,

사용자 요구 등으로 인해) 전력을 선택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예를 들면, 현재 수준에서 전력이 없는 수준으로) 상태 기계

와 관련된 BIOS, 애플리케이션, 외부 장치, 운영 체계(OS) 등을 통해 실행될 수 있다. 전력의 감소는 통상 고전력 소모 상

태에서 저전력 소모 상태로의 천이와 일치한다. 이러한 천이를 위해, 종래의 시스템은 전력이 최소화되고 고전력 소모 상

태로 돌아올 때까지 상태 기계가 거의 동작불가능하도록 본질적으로 모든 컴포넌트(예를 들면, CPU, 네트워크 인터페이

스 등)로부터 전력을 제거한다. 본 발명의 새로운 방법은 전력 관리 컴포넌트(110)가, 예를 들면 다른 컴포넌트(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백라이트, 스캐너, 주변장치 포트 등)로의 전력을 제거 및/또는 감소시키면서, 상태 기계의 CPU, 네트워크 접

속 및 네트워크 무선장치에는 동작가능 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전력 관리를 사용한다. 전술한 것은 전력 소

모를 감소시키고 및/또는 배터리 수명을 개선하면서 사용자에게 네트워크 데이터 수신과 같은 원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상태 기계 전력에 영향을 미칠지를 판정하기 위해서, 전력 관리 컴포넌트(110)는 상태 기계를 간헐적으로 또는 연속적으

로 폴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력 관리 컴포넌트(110)는 각각의 컴포넌트의 사용 빈도 및/또는 활성 수준(예를 들면, 활

성에서 비활성으로)을 판정하기 위해서 상태 기계와 관련된 다양한 컴포넌트를 폴링할 수 있다. 이 정보는 저장되고 및/또

는 전력을 요구하는 것들로부터 현재 무전력까지 적게 요구하는 것들로의 컴포넌트를 그룹화하기 위해 파싱(parse)될 수

있다. 상태 기계의 상태 기계 컴포넌트가 폴링됨에 따라, 이 정보는 활성이 끝날 때 상태 기계 컴포넌트가 저전력 또는 무

전력으로 천이할 수 있도록 갱신될 수 있고, 상태 기계 컴포넌트가 전력을 더 요구할 때 전력이 제공되거나 및/또는 회복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서, 전력 관리 컴포넌트(110)는, 예를 들면 비활성 주기와 관련된 시간 경과, 인터럽트, 이벤트, 사용

자 요청, 프로그램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애플리케이션, 해당 상태 기계 및/또는 다른 상태 기계에 따라 활

성화될 수 있다. 이러한 활성화는 선택적인 전력 제거 및/또는 상태 기계의 분석을 하여 저전력이 될 곳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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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을 감소시킬 곳을 판정하거나 또는 통지받으면, 전력 관리 컴포넌트(110)는 사용자에게 알리고, 확인통지

(confirmation)를 대기하거나 및/또는 자동적으로 전력을 낮춘다. 또한, 확인통지는 전력 관리 방식에 대한 수정을 포함할

수 있다.

전력 관리 컴포넌트(110)에 의해 사용된 특정한 전력 관리 기술은, 예를 들면 상태 기계의 특징, 상태 기계의 하나 이상의

컴포넌트의 상태, 사용자 식별 구성, 사용자 속성 등과 같은 조건에 기초할 수 있다. 또한, 기술은 임의의 전술한 조건이 변

경되면 갱신, 덮어씌여지거나 및/또는 수정될 수 있다. 또한, 전력 관리는 더 높은 우선순위 작업이 상태 기계 및/또는 전력

관리 컴포넌트(110)에 의해 처리될 필요가 있을 때 중단, 일시정지, 및/또는 재개될 수 있다.

전력 관리 컴포넌트(110)는 상태 기계의 컴포넌트(들)에 전력을 인가하기 위해(예를 들면, 전력이 컴포넌트로부터 감소 및

/또는 제거된 후) 추가적으로 발동될 수 있다. 이러한 활성화는 키의 누름 및/또는 돌림, 터치 화면 상의 터치, API를 통한

프로그램 제어, 음성 활성화, 타임아웃 만료, 날짜, 전류, 요청, 신호(예를 들면, 직접 및 무선 접속을 통해), 이동 검출, 네트

워크 패킷(예를 들면, "연결 유지" 신호 및 웨이크-온-랜 요청) 등을 통해 개시될 수 있다. 또한, 전력 관리 컴포넌트(110)

는 통지없이 상태 기계의 컴포넌트에 전력이 인가되어야 할 때를 추론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분류기, 확률, 통계 및 규칙

과 연결하여) 이력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력 기록은 매일 특정 시간에 상태 기계의 특정 컴포넌트들이 사용

됨을 보일 수 있다. "기동(wake-up)" 통지에 대한 임의의 필요성을 줄이기 위해서, 전력 관리 컴포넌트(110)는 이러한 정

보를 사용하여 전력이 이들 상태 기계 컴포넌트들에 제공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 컴포넌트(120)는 전력 관리 컴포넌트(110)와 상태 기계 사이의 통신 채널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채널은 단방향

또는 양방향, 반 또는 완전 이중, 및/또는 다중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채널은 전기적, 기계적 및/또는 광학

기반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공지된 통신 표준, 프로토콜 및/또는 드라이버가 본 발명의 형태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

하나의 특정 예에서, 본 발명은 무선 이동 단말과 연결하여(예를 들면, 실행하는 백그라운드 설비로서) 여기에 전력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무선 이동 단말은 네트워크 접속성을 유지해야 하고 및/또는 링크 상태 변경,

네트워크 연결 유지, 프록시-ARP 패킷, 및/또는 재인증 패킷과 같은 이벤트를 서비스하기 위해 기동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발명은 CPU 및/또는 네트워크 무선장치가 "온" 상태에서 유지되고 무선 이동 단말의 나머지 부분들은 전력을 절약하기 위

해 저전력 또는 보류 상태로 천이되는 새로운 기술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및/또는 그외의 주변장치는 배터리

수명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력을 낮출 수 있다. 이러한 저전력 상태에 있는 부분들은 본질적으로 임의의 공지된 기동 소스

(예를 들면, 전력 제어, 키, 트리거, 터치 화면, 기동 타이머, 웨이크-온-랜 등)로부터의 기동 이벤트(예를 들면, 링크 상태

변경, 네트워크 연결 유지, 프록시-ARP, 패킷 및/또는 재인증 패킷)에 따라 "온" 상태로 다시 천이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

운 특징은 수동 및/또는 자동적으로 무선 이동 단말에 대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도 2는 상태 기계 전력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200)을 도시한다. 시스템(200)은 전력 관리 컴포넌트(210) 및 구성

뱅크(220)를 포함한다. 전력 관리 컴포넌트(210)는 전력 관리 컴포넌트(110)와 거의 유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력 관

리 컴포넌트(210)는 상태 기계의 부분으로의 전력을 선택적으로 제거 및/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상술한 것

처럼, 전력의 제거 및/또는 감소는 상태 기계의 적어도 일부분을 고전력 소모 상태로부터 저전력 소모 상태로 천이한다. 종

래의 시스템과 달리, 본 발명은 전력이 CPU 및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같은 상태 기계의 부분에는 선택적으로 제공되면서

상태 기계의 그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낮춰질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고, 이것은 신뢰성있는 네트워크 통신을 보장하고 전력

소모를 감소시키고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킨다.

구성 뱅크(220)는 전력 관리 컴포넌트(210)에 의해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정의하는 하나 이상의 전력 관리 방식을 저

장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구성 뱅크(220)가 전력 관리 컴포넌트(210)와 연결하여 로컬 및/또는 원격으로 배치될 수 있

고, 여기에 저장된 구성은 요청에 따라 생성되고 사용자, API 및/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업로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야 한다. 이러한 구성은 디폴트, 사용자 정의, 애플리케이션 생성 및/또는 지능 생성, 및 동적 수정될 수 있다. 또한, 하나 이

상의 구성이(예를 들면, 순차적으로 및 동시에) 단일 상태 기계 및/또는 다른 종류의 상태 기계와 연결하여 전력 관리 컴포

넌트(210)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예로서, 전력 관리 컴포넌트(210)가 전력 관리를 적용 또는 변경하도록 통지받거나 및/또는 결정할 때, 전력 관리 컴포넌

트(210)는 구성 뱅크(220)로부터 적절한 전력 관리 방식(이하 "구성")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전력 관리 컴포넌트

(210)가 발동될 때 구성 뱅크(220)를 탐색하고 적절한 구성을 검색할 수 있다. 다른 예에서, 전력 관리 컴포넌트(210)는

상태 기계 및 그 컴포넌트들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이 정보는 상태 기계의 어느 컴포넌트가 전력을 요구하고 어느 컴포

넌트가 전력을 요구하지 않거나 또는 낮은 전력을 요구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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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뱅크(220)로부터 얻어진 구성은 상태 기계, 비활성 상태 기계 컴포넌트, 활성 상태 기계 컴포넌트, 사용자 식별 구성,

사용자 등에 기초하여 미리 정해지거나 및/또는 선택될 수 있다. 또한, 구성은 변경 및/또는 수정될 수 있다. 일례에서, 구

성은 그외의 컴포넌트가 저전력 상태로 천이하면서 임의의 네트워크 접속이 유지될 수 있도록 CPU 및/또는 네트워크 하

드웨어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선택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상태 기계로 운반되는 데이터는, 예를

들면 네트워크 "연결 유지" 신호 및/또는 웨이크-온-랜(wake-on-LAN) 요청을 사용하여 수신될 수 있다.

도 3은 휴대용 단말(예를 들면, 무선 이동 컴퓨팅 장치, 유닛, 데이터 판독기 등)에 대해 선택적 전력 관리를 사용하는 전력

관리 시스템(300)을 도시한다. 시스템(300)은 전력 관리 컴포넌트(310), 복수의 구성 저장기(320, 330, 340, 350) 및 구

성 API(360)를 포함한다.

구성 저장기(320)는 사용자 정의 구성을 저장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는 휴대용 단말, 환경 등에 맞춰진

특정 구성을 사용하기를 원할 수 있다. 일례에서, 사용자는 단말의 어느 부분이 저전력 또는 무전력으로 천이할 수 있는지

정의하기를 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는 가까운 미래에 특정 기능이 사용될 것을 알 수 있고 그 기능에 전력이 유지

되기를 바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특정 기능이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알아서 관련 컴포넌트를 선행적으로 저전력

또는 무전력 상태로 천이할 수 있다. 또한, 하나 이상의 구성이 단말에 사용될 수 있고, 다른 사용자들은 다른 전력 관리를

원할 수 있고 및/또는 하나의 사용자가 다중 구성과 연계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 정의 구성 저장기(320)에 저장된 하

나 이상의 다른 종류의 휴대용 단말을 위한 복수의 구성이 있을 수 있다.

구성 저장기(330)는 디폴트 구성을 저장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휴대용 단말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시험, 설

계 규격, 고객 조사 및/또는 다른 발견적 방법에 기초하여 표준 구성을 제공할 수 있다. 다른 예에서, 시스템 관리자는 디폴

트 구성을 생성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은 구성을 생성하고 저장하는 법을 학습할 필요없이 새로운 사용자에게 전력 관리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 구성 저장기(340)는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생성된 구성을 저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력 관리 컴

포넌트(310)는 특정 소프트웨어로 들어갈 수 있다.

지능 기반 구성 저장기(350)는 기계 학습, 통계, 확률, 추론, 및/또는 베이시안(Bayesian) 학습, 베이시안 분류기, 및 결정

트리 학습 방법, 지원 벡터 기계, 선형 및 비선형 리그레션(regression) 및/또는 신경 네트워크와 같은 다른 통계적 분류기

를 포함하는 분류기(예를 들면, 명시적으로 및 묵시적으로 훈련됨)와 연결하여 자동적으로 생성된 구성을 저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통상의 이벤트 시퀀스, 사전 정보 및/또는 이력 데이터를 기술하는 훈련 세트는 구성을 생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구성을 갱신 및/또는 조정하기 위해 피드백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지능이, 디폴트, 사용자 정의 및/또는 애

플리케이션 구성을 생성하는 것과 연결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구성 API(360)는 실시간으로 전력 관리

를 정의 및/또는 변경하기 위해 사용자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원하는 전력 관리 방식을 언제라도 판

단하고 구성 API(360)를 통해 현재 전력 관리를 변경할 수 있다.

전력 관리 컴포넌트(310)는 휴대용 단말의 다양한 컴포넌트에 인가된 전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본 명세서에서 상세하게 설

명된 것과 같은 구성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력은 원하는 수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전력 소모를 감소시키기 위하

여 휴대용 단말의 다양한 부분에 선택적으로 인가될 수 있다. 명시한 것처럼, 전력 관리 컴포넌트는 공통 네트워크 및/또는

버스를 통해 구성 저장기(320-350) 및 구성 API(360)와 상호작용한다. 그러나, 본 발명이 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

아야 한다. 예를 들면, 각각의 구성 저장기(320-350) 및 구성 API(360)는 다른 종류의 네트워크 및/또는 버스(예를 들면,

무선 및 유선)에 배치될 수 있다.

도 4는 전력 관리 시스템(400)을 도시한다. 전력 관리 시스템(400)은 이동 장치(420)에 대한 전력을 관리하는 전력 관리

컴포넌트(410)를 포함한다. 전력 관리 컴포넌트(410)는 직접 연결(예를 들면, 유선 및 무선)(430) 및/또는 중간 네트워크

(440)를 통해 이동 장치(420)와 통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력 관리 컴포넌트(410)는 발동되면, 이동 장치(410)에 분석

및/또는 제어신호들을 전송하여, 상태를 판정하고 및/또는 이동 장치(410) 및 그 내부의 전력을 제어할 수 있다. 전력 제어

는 전력 관리 컴포넌트(410), 이동 장치(420) 및/또는, 예를 들면 중간 네트워크(440)를 통해 원격으로 저장된 구성에 기

초할 수 있다. 전술한 것처럼, 이러한 구성은, 디폴트, 사용자 정의, 애플리케이션 생성 및/또는 지능적 생성이고 예를 들어

구성 저장기 내에 저장될 수 있다.

도 5는 무선 전력 관리 시스템(500)을 도시한다. 전력 관리 시스템(500)은 상태 기계 전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상태 기계와

무선으로 통신하는 전력 관리 컴포넌트(510)를 포함한다. 일례에서, 상태 기계는 전력 관리 컴포넌트(510)가 장치(520)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전력을 관리하는 단독형 장치(520)일 수 있다. 이러한 전력 관리는 장치(520) 내부 및/또는 외부적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른 예에서, 전력 관리 컴포넌트(510)는 복수의 장치(540, 550, 560)에 대해 전력을 순차적으로

및/또는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 이러한 장치(540-460)는 유사 네트워크(570) 및/또는 다른 종류의 네트워크들에(도시되

공개특허 10-2006-0045582

- 7 -



지 않음) 배치될 수 있다. 또한, 장치 중 하나에 대한 전력은 다른 장치를 통해 공급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장치(540)에 대

한 전력 관리는 장치(550)를 통해 운송되거나 및/또는 장치(550)가 전력 관리 컴포넌트(510)로부터의 통신에 기초하여 장

치(540)의 부분에 대한 전력을 토글할 수 있다. 다른 예에서, 전력 관리 컴포넌트(510)는 네트워크화된 장치(540-560),

단독형 장치(520) 및 그외의 장치(도시되지 않음)와 관련된 전력을 관리할 수 있다.

네트워크(570)는 본질적으로 상태 기계를 연결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임의의 네트워크일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하

나 이상의 다른 종류의 프로토콜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네트워크는 근거리 통신 네트워크(LAN), 원거리 통신 네트

워크(WAN), 캠퍼스 네트워크(CAN), 대도시 네트워크(MAN) 및/또는 가정 네트워크(HAN)일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는

버스, 스타 및/또는 링 토폴로지 및/또는 피어 대 피어 및/또는 클라이언트/서버 아키텍처에 기초할 수 있다. 또한, 예를 들

면 이더넷(예, 10베이스-T, 100베이스-T(고속 이더넷), 1000베이스-T(기가비트 이더넷)) 및 토큰링 네트워크와 같은 임

의의 적절한 네트워킹 프로토콜이 사용될 수 있다.

도 6-도 9는 본 발명의 일 양상에 따른 상태도, 흐름도, 방법을 도시한다. 설명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도면은 일련의 동작

으로 명시되고 설명되었다. 예를 들면, 동작이 본 명세서에 제시되고 설명되지 않은 다른 동작과 함께 다양한 순서 및/또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본 발명은 예시된 동작 및/또는 다른 동작에 의해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모든 예시된 동작이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을 구현하는데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당업자는 도면이 일련의 상호

관련된 이벤트로서 대안적으로 제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도 6은 예시적인 상태 기계 전력 관리 상태도(600)를 도시한다. 참조번호(610)에서, 전력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상태 기

계는 거의 완전 전력에서 동작하고 있다. 참조 번호(620)에 표시된 것처럼, 상태 기계가 이러한 전력을 요구하는 한 상태

기계는 이 상태에 머무른다. 상태 기계가 저전력(예를 들면, 전력을 낮추거나 완전히 사용하지 않음)을 요구할 때, 전력 관

리 시스템은 상태 기계의 전력을 관리하도록 발동될 수 있다. 상술한 것처럼, 전력 관리 시스템은 상태 기계, 사용자, 애플

리케이션 등에 의해 활성화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력 관리 컴포넌트는 키 누름, 키의 돌림, 터치 화면 상의 적용가능한 터

치, API를 통한 프로그램 제어, 음성, 시간, 날짜, 전류, 요청, 신호(예를 들면, 직접 및 무선 접속을 통한), 이동, 네트워크

패킷(예를 들면, "연결 유지" 신호 및 웨이크-온-랜 요청을 통한), 추론, 기계 학습, 확률, 통계 및/또는 규칙에 기초하여 발

동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전력 관리 시스템은 연속적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상태 기계를 실행하고 폴링할 수 있다.

전력이 감소되어야 한다고 통지받으면(예를 들면, 상태 기계,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자체 판정 등에 의해), 상태 기계는 저

전력 상태(630)로 천이할 수 있다. 상태 기계의 어느 부분이 저전력 또는 무전력을 수신해야 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임의

의 공지된 메커니즘이 사용될 수 있다. 일례에서, 구성은 전력 관리 방식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력

은, 네트워크(들)을 통한 데이터 수신을 계속하기 위해서 CPU 및/또는 네트워크 무선장치(예를 들면, 휴대용 단말과 연결

된)를 제외한 본질적으로 모든 부분으로부터 제거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전력을 상태 기계로부터 제거하기 위한 통지가

수신되면, 전력 관리 시스템은 상태 기계를 "오프" 상태(640)로 천이할 수 있다. 상태 기계가 상태(640)에 있을 때, 전력 관

리 시스템은, 원하는 경우에, 상태 기계에 전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활성을 유지하거나, 또는 전력 관리 시스템은 전력을

낮추어 필요시 사용될 수도 있다.

630에서 저전력 상태에 있을 때, 상태 기계의 다양한 부분에 제공된 전력은 동적으로 및/또는 자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

그러므로, 비활성 부분을 활성으로 하거나 및/또는 활성 부분을 비활성으로 하기 위해 전력이 제거 및/또는 제공될 수 있

다. 또한, 상태 기계는 완전 전력 상태(610)로 또는 오프 상태(640)로 다시 천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력이 요구된다는

통지를 수신하면, 상태 기계는 기동 상태(650)로 천이한 다음 완전 전력 상태(610)로 천이할 수 있고, 상태 기계의 전력을

낮추라는 통지를 수신하면, 상태 기계는 오프 상태(640)로 천이할 수 있다. 오프 상태(640)로부터, 상태 기계는 완전 전력

상태 또는 저전력 상태로 다시 천이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서도, 상태 기계는 기동 상태(650)로 먼저 천이할 수 있다. 그로

부터, 상태 기계는 부분적인 전력만이 요구될 때(예를 들면, CPU 및 네트워크 무선장치에 전력을 주기 위해) 저전력 상태

(630)로 천이하거나, 또는 완전 전력이 요구될 때 완전 전력 상태(610)로 천이할 수 있다.

전술한 전력 천이는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것처럼 전력 관리 컴포넌트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전력 천이가 요구

될 때(예를 들면, 요청 또는 자체 판정을 통해), 전력 관리 컴포넌트는 상태 기계 전력을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발동될 수 있

다. 전술한 것처럼, 전력 관리 방법, 지능 및/또는 API를 통한 제어는 전력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도 7은 예시적인 상태 기계 전력 관리 흐름도(700)를 도시한다. 참조 번호(710)에서, 전력이 상태 기계에 인가된다. 참조

번호(720)에서, 본 명세서에 설명된 것처럼, 전력 관리 시스템은 상태 기계에 제공된 전력을 관리하도록 발동된다. 참조번

호(720)에서 전력이 상태 기계의 부분으로부터 감소되거나 제거되어야 하면, 참조번호(730)에서 전력 관리 컴포넌트는 무

전력 및/또는 저전력을 요구하는 부분의 판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적절한 구성을 사용하고, 이어서 이러한 부분들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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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을 제거 및/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참조번호(720)에서 전력이 상태 기계로부터 제거되어야 한다면, 참조번호(740)에

서 전력 관리 컴포넌트는 전력을 제거할 수 있다. 참조번호(750)에서, 전력 관리 컴포넌트는 무전력 모드 또는 저전력 모드

중 어느 것으로부터 완전 전력으로 상태 기계를 천이할 수 있다.

도 8은 상태 기계 전력을 관리하는 예시적인 방법(800)을 도시한다. 참조 번호(810)에서, 전력 관리 시스템은 상태 기계에

대해 활성화된다. 예를 들면, 전력 관리 컴포넌트는, 예를 들면 시간 경과, 비활성화 주기, 인터럽트, 이벤트, 사용자 요청,

프로그램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추론, 확률, 통계, 기계 학습, 애플리케이션, 해당 상태 기계 및/또는 다른

상태 기계에 따라 활성화된다.

참조번호(820)에서, 전력 관리 컴포넌트는 상태 기계의 부분들로의 전력을 낮추거나 및/또는 제거하기 위한 요청을 수신

한다. 전술한 것처럼, 이러한 전력 제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구성이 사용될 수 있고 및/또는 전력을 관리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지시 신호가 수신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은 복수의 저장기로부터 얻어지고 및/또는 구성 API를 통해 제공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 정의 저장기는 하나 이상의 사용자에 의해 생성된 맞춤화된 구성을 저장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은 이동 단말, 애플리케이션 및/또는 사용자에 대해 맞춤화될 수 있고 다중 구성을 제공한다. 디폴트 저장기는,

예를 들면 시험, 설계 규격, 고객 조사 및/또는 그외의 발견적 방법에 기초한 일반적 구성을 저장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생성 저장기는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생성되고 특정 소프트웨어를 착수하는 구성을 저장할 수 있다. 지능 기반 구성 저장기

는 기계 학습, 통계, 확률, 추론 및/또는 분류기와 연결하여 자동적으로 생성된 구성을 저장할 수 있다. 구성 API는 실시간

으로 전력 관리를 동적으로 정의 및/또는 변경하기 위해 사용자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참조번호(830)에서, 전력 관리 컴포넌트는, 예를 들면 하나 이상의 구성에 기초하여 상태 기계의 부분들로의 전력을 감소

및/또는 제거할 수 있다. 전력 관리 컴포넌트는 활성으로 남아 전력 관리 관련 신호에 더 응답하거나 또는 다음 전력 관리

통지가 도착할 때까지 셧다운되어 있을 수 있다. 또한, 전력 관리 컴포넌트는 사용자에게 알리고 전력 관리 방법을 적용하

기 전에 확인통지를 대기하고 및/또는 사용자 확인통지 없이 자동적으로 전력을 제거 및/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도 9는 상태 기계 전력을 관리하는 예시적인 방법(900)을 도시한다. 참조 번호(910)에서, 전력 관리 시스템은 상술한 것처

럼, 상태 기계에 대해 활성화된다. 참조 번호(920)에서, 전력 관리 컴포넌트는 상태 기계의 부분으로부터 전력을 낮추거나

및/또는 제거해야 한다고 판정한다. 예를 들면, 전력 관리 컴포넌트는 상태 기계를 간헐적으로 또는 연속적으로 실행 및 폴

링하여 전력 관리 방법을 사용할지를 판정할 수 있다. 또한, 전력 관리 컴포넌트는 상술한 것처럼 발동되고 나서 상태 기계

를 분석하여 전력 관리가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판정할 수 있다. 참조번호(930)에서, 전력 관리 컴포넌트는, 예를 들면 적절

한 구성에 기초하여 상태 기계의 부분들로의 전력을 감소 및/또는 제거할 수 있다.

도 10은 상태 기계를 저전력 또는 무전력에서 고전력으로 회복시키는 예시적인 방법(1000)을 도시한다. 참조번호(1010)

에서, 전력 관리 시스템은 상태 기계에 대해 활성화된다. 전력을 감소 및/또는 제거하는 활성화와 마찬가지로, 전력 관리

컴포넌트는, 예를 들면 시간 경과, 비활성화 주기, 인터럽트, 이벤트, 사용자 요청, 프로그램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애플리케이션, 상태 기계, 추론, 확률, 통계, 기계 학습 및/또는 다른 상태 기계에 따라 활성화될 수 있다. 참조

번호(1020)에서, 전력 관리 컴포넌트는 상태 기계의 부분으로의 전력을 회복시키라는 요청을 수신한다. 참조번호(1030)

에서, 전력 관리 컴포넌트는 이러한 전력을 완전 전력으로 회복시킨다.

도 11은 상태 기계를 저전력 또는 무전력에서 고전력으로 회복시키는 예시적인 방법(1100)을 도시한다. 참조번호(1110)

에서, 전력 관리 시스템은 상술한 것처럼 상태 기계에 대해 활성화된다. 참조번호(1120)에서, 전력 관리 컴포넌트는 상태

기계의 부분들에 전력이 인가되어야 하는지를 판정한다(예를 들면, 모니터링을 통해). 예를 들면, 전력 관리 컴포넌트는 상

태 기계를 간헐적으로 또는 연속적으로 폴링하여 전력을 인가할지를 판정할 수 있다. 또한, 전력 관리 컴포넌트는 상술한

것처럼 발동되고 나서 상태 기계를 분석하여 전력이 상태 기계의 부분에 인가되어야 할지를 판정할 수 있다. 참조번호

(1130)에서, 전력 관리 컴포넌트는 상태 기계를 감소시키거나 및/또는 무전력 상태로부터 완전 전력으로 회복시킨다.

본 발명의 다양한 양상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하의 설명과 함께 도 12-도 14는 본 발명의 다양한 양상이 구

현될 수 있는 적절한 컴퓨팅 환경에 대한 간략하고 일반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것을 의도한다. 본 발명이 컴퓨터 및/또는 컴

퓨터들에서 실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컴퓨터 실행가능한 명령어의 일반적 콘텍스트로 상술되었지만, 당업자는 본 발명

이 그외의 프로그램 모듈과 조합하여 구현될 수 있음을 알 것이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모듈들은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

고 및/또는 특정 추상형 데이터 타입을 구현하는 루틴, 프로그램, 컴포넌트, 데이터 구조 등을 포함한다.

또한, 당업자는 본 발명의 방법이 개인용 컴퓨터, 휴대용 컴퓨팅 장치,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또는 프로그램가능한 소비

형 전자기기 등은 물론 단일 프로세서 또는 멀티프로세서 컴퓨터 시스템, 미니컴퓨팅 장치,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포함하는

그외의 컴퓨터 시스템 구성에서도 실시될 수 있음을 알 것이다. 본 발명의 예시된 양상들은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링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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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처리 장치에 의해 태스크가 수행되는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도 실시될 수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모두는 아니더라도

일부 양상들은 단독 컴퓨터에서 실시될 수 없다.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프로그램 모듈은 로컬 및 원격 메모리 저장 장치에

위치할 수 있다.

도 12는 예시적인 휴대용 기계 데이터 판독 장치(1200)의 개략적인 블럭도를 도시한다. 이러한 장치는 장치(1200)의 일반

적인 동작의 제어를 담당하는 프로세서(1202)를 포함한다. 프로세서(1202)는 본 명세서에 설명된 하나 이상의 기능을 수

행하기 위해서 장치(1200) 내의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제어하고 동작시키도록 프로그램될 수 있다. 프로세서(1202)는 복

수의 적절한 프로세서 중 임의의 것일 수 있고, 프로세서(1202)가 본 발명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램될 수 있

는 방식은 본 명세서에 제공된 설명에 기초하여 당업자에게 자명할 것이다.

프로세서(1202)에 연결된 메모리(1204)는 프로세서(1202)에 의해 실행된 프로그램 코드를 저장하기 위한 기능을 하고,

수신 트랜잭션 정보 등과 같은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한다. 메모리(1204)는 표시된 정보의 적어

도 완전한 세트를 저장하도록 적절하게 구성된 불휘발성 메모리일 수 있다. 그러므로, 메모리(1204)는 프로세서(1202)에

의한 고속 액세스를 위한 RAM 메모리 및/또는, 예를 들면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및 비디오 콘텐츠를 포함하는 기가바이

트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마이크로 드라이브인 대용량 메모리를 포함할 수 있다. 일 양상에 따르면, 메모리(1204)는

여러 세트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충분한 저장 용량을 가지고, 프로세서(1202)는 표시 정보의 다양한 세트들 사이에서 변

경하거나 순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1206)는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시스템(1208)을 통해 프로세서(1202)에 연결될 수 있다. 디스플레이(1206)는

컬러 액정 디스플레이(LCD), 평판 패널, 평판 화면, 터치 화면 등일 수 있다. 디스플레이(1206)는 데이터, 그래픽 또는 그

외의 정보 콘텐츠를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1206)는 운영자에 의해 표시되고 시스템 백본(도시되

지 않음)을 통해 전송될 수 있는 고객 정보의 세트를 표시할 수 있다. 또한, 디스플레이(1206)는 장치(1200)의 실행을 제

어하는 다양한 기능을 표시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1206)는 문자 및 그래픽 데이터 모두를 표시할 수 있다.

전력은 온보드(onboard) 배터리 시스템(1210) 및/또는 외부 전원에 의해 프로세서(1202) 및 장치(1200)를 형성하는 그

외의 컴포넌트에 제공될 수 있다. 배터리 시스템(1210)이 고장나거나 장치(1200)로부터 연결이 끊어지는 경우에, 백업 또

는 보조 전원(1212)이 프로세서(1202)에 전력을 제공하고 배터리 시스템(1210)을 충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동 장

치(1200)의 프로세서(1202)는 위에서 자세히 설명한 것처럼 원하는 수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전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전력 관리 컴포넌트를 포함할 수 있다.

이동 단말(1200)은 데이터 통신 포트(1216)를 포함하는 통신 서브시스템(1214)을 포함하는데, 이는 원격 컴퓨터와 프로

세서(1202)를 인터페이스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포트(1216)는 적어도 상술한 USB 및 IEEE 1394 직렬 통신 기능을

구비한다. 그외의 기술들은 예를 들면, IrDA 포트를 사용하는 적외선 통신도 포함할 수 있다.

휴대용 장치(1200)는 프로세서(1202)와 동작적으로 통신하는 트랜시버부(1218)를 더 포함한다. 트랜시버부(1218)는 RF

(및/또는 광학 및 IR) 수신기(1220)를 포함할 수 있는데, 이는 원격 장치로부터 안테나(1222)를 통해 RF 신호를 수신하고

이 신호를 복조하여 이 신호에 있는 변조된 디지털 정보를 얻는다. 트랜시버부(1218)는, 예를 들면 사용자 입력 장치

(1226)(예를 들면, 키패드)를 통한 수동 사용자 입력에 응답하거나 또는 트랜잭션의 완료 또는 그외의 소정의 프로그램된

조건에 자동적으로 응답하여 원격 장치로 정보를 전송하는 송신기(1224)를 더 포함한다. 트랜시버부(1218)는 제품 또는

아이템 태그에서 사용되는 수동적 또는 능동적인 트랜스폰더 시스템과의 통신을 용이하게 한다.

프로세서(1202)는 태그 메모리의 콘텐츠를 판독하기 위해서 트랜시버(1218)를 통해 원격 트랜스폰더 시스템에 신호를 주

고(또는 펄스를 주고) 임의의 리턴된 신호를 검출할 수 있다. 트랜시버부(1218)는 장치(1200)를 사용하여 전화 통신을 더

용이하게 한다. 그 외에, 오디오 I/O부(1228)는 마이크로폰(또는 유사한 오디오 입력 장치)으로부터의 음성 입력 및 오디

오 출력 신호(스피커 또는 유사한 오디오 출력 장치로부터의)를 처리하기 위해 프로세서(1202)에 의해 제어되는 것으로

제공된다. 이를 더 지원하는데 있어서, 장치(1200)는 음성 인식 기능을 제공하여, 장치(1200)가 단순히 음성 기록기로서

사용될 때 프로세서(1202)가 로컬 편집 및 검토, 및/또는,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와 같은 원격 시스템으로의 이후 다운로드

를 위해 음성 신호로부터 텍스트 콘텐츠로의 고속 변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변환된 음성 신호

는 키패드를 통한 수동 입력을 사용하는 대신 장치(1200)를 제어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프린터(1230), 서명 및/또는 생체 입력 패드(1232), 자기 스트립 판독기(1234)와 같은 온보드 주변장치는 장치(1200)의

하우징 내에 제공되거나, 또는 하나 이상의 외부 포트 인터페이스(1216)를 통해 외부적으로 수용될 수도 있다. 또한, 장치

(1200)는 장치(1200)에 의한 저장 및 디스플레이(1206)에 의한 표현을 위해 사용자가 사진 및/또는 짧은 영화를 찍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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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이미지 캡쳐 시스템(1236)을 포함한다. 또한, 판독 시스템(1238)으로부터의 데이터는 상품과 관련된 데이터 형태를

스캐닝하기 위해 포함된다. 이러한 이미징 시스템(1236, 1238)은 양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단일 시스템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도 13은 본 발명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표본적인 컴퓨팅 환경(1300)의 개략적인 블럭도이다. 시스템(1300)은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들)(1310)을 포함한다. 클라이언트(들)(1310)은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예를 들면, 쓰레드, 프로세스,

컴퓨팅 장치)일 수 있다. 시스템(1300)은 하나 이상의 서버(들)(1320)도 포함한다. 서버(들)(1320)도 하드웨어 및/또는 소

프트웨어(예를 들면, 쓰레드, 프로세스, 컴퓨팅 장치)일 수 있다. 서버(1320)는, 예를 들면 본 발명을 사용함으로써 변환을

수행하는 쓰레드를 포함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1310)와 서버(1320) 사이의 하나의 가능한 통신은 둘 이상의 컴퓨터 프로세스들 사이에 전송되도록 구성된

데이터 패킷의 형태일 수 있다. 시스템(1300)은 클라이언트(들)(1310)과 서버(들)(1320) 사이의 통신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해 사용될 수 있는 통신 프레임워크(1340)를 포함한다. 클라이언트(들)(1310)은 클라이언트(들)(1310)에 로컬인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 데이터 저장기(들)(1350)에 동작적으로 연결된다. 마찬가지로, 서

버(들)(1320)은 서버(들)(1340)에 로컬인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서버 데이터 저장기(들)

(1330)에 동작적으로 연결된다.

도 1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다양한 양상들을 구현하기 위한 예시적인 환경(1400)은 컴퓨터(1412)를 포함한다. 컴퓨터

(1412)는 프로세싱 유닛(1414), 시스템 메모리(1416), 시스템 버스(1418)를 포함한다. 시스템 버스(1418)는, 이에 한정

되지는 않지만 시스템 메모리(1416)를 포함하는 시스템 컴포넌트를 프로세싱 유닛(1414)에 연결한다. 프로세싱 유닛

(1414)은 임의의 다양한 이용가능한 프로세서일 수 있다. 듀얼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그외의 다중 프로세서 아키텍처도 프

로세싱 유닛(1414)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시스템 버스(1418)는 메모리 버스 또는 메모리 제어기, 주변 버스 또는 외부 버스, 및/또는 이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ISA

(Industrial Standard Architecture), MSA(Miceo-Channel Architecture), EISA(Extended ISA), IDE(Intelligent Drive

Electronics), VLB(VESA),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카드 버스, USB(Universal Serial Bus), AGP

(Advanced Graphics Port), PCMCIA(Personal Computer Memory Card International Association bus), 파이어와이

어(Firewire)(IEEE 1394), SCSI(Small Computer Systems Interface)를 포함하는 다양한 사용가능한 버스 구조를 사용

하는 로컬 버스를 포함하는 다수의 유형의 버스 구조(들) 중 임의의 것일 수 있다.

시스템 메모리(1416)는 휘발성 메모리(1420) 및 불휘발성 메모리(1422)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기동 중에 컴퓨터(1412)

내 소자들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기본 루틴을 포함하는 기본 입출력 시스템(BIOS)은 불휘발성 메모리(1422)에

저장된다. 예시를 위해, 이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불휘발성 메모리(1422)는 ROM(read only memory), PROM

(programmable ROM), EPROM(electrically programmable ROM), EEPROM(electrically erasable ROM), 또는 플래

시 메모리를 포함할 수 있다. 휘발성 메모리(1420)는 외부 캐시 메모리로서 기능하는 RAM(random access memory)을

포함한다. 예시를 위해, 이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RAM은 SRAM(synchronous RAM), DRAM(dynamic RAM), SDRAM

(synchronous DRAM), DDR SDRAM(double data rate SDRAM), ESDRAM(enhanced SDRAM), SLDRAM(Synchlink

DRAM) 및 DRRAM(direct Rambus RAM)과 같은 많은 형태로 사용가능하다.

컴퓨터(1412)는 탈착가능/비탈착가능, 휘발성/불휘발성 컴퓨터 저장 매체도 포함한다. 도 14는, 예를 들면 디스크 저장기

(1424)를 도시한다. 디스크 저장기(1424)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테이프 드라이브, 재즈 드라

이브, 집 드라이브, LS-100 드라이브, 플래시 메모리 카드, 또는 메모리 스틱과 같은 장치들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또한, 디스크 저장기(1424)는 저장 매체를 독립적으로, 또는 콤팩트 디스크 ROM 디바이스(CD-ROM), CD 기록

가능 드라이브(CD-R 드라이브), CD 재기록가능 드라이브(CD-RW 드라이브) 또는 디지털 다용도 디스크 ROM 드라이브

(DVD-ROM)와 같은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 그외의 저장기와 결합된 저장 매체를 포함

할 수 있다. 시스템 버스(1418)와 디스크 저장 장치(1424)의 연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탈착가능 또는 비탈착가능 인

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1426)로서 통상 사용된다.

도 14는 사용자와, 적절한 동작 환경(1400)에 설명된 기본 컴퓨터 자원 사이의 매개체로서 기능하는 소프트웨어를 설명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운영 체계(1428)를 포함한다. 디스크 저장기(1424)에 저장될 수 있는 운영 체

계(1428)는 컴퓨터 시스템(1412)의 자원을 제어하고 할당하는 기능을 한다. 시스템 애플리케이션(1430)은 시스템 메모

리(1416) 또는 디스크 저장기(1424)에 저장된 프로그램 데이터(1434) 및 프로그램 모듈(1432)을 통한 운영 체계(1428)

에 의한 자원의 관리를 이용한다. 본 발명은 다양한 운영 체계 또는 운영 체계의 조합으로 구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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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입력 장치(들)(1436)을 통해 컴퓨터(1412)에 명령 또는 정보를 입력한다. 입력 장치(1436)는 마우스와 같은 포

인팅 장치, 트랙볼, 스타일러스, 터치 패드, 키보드, 마이크로폰, 조이스틱, 게임 패드, 위성 접시, 스캐너, TV 튜너 카드,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웹 카메라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입력 장치 및 그외의 입

력 장치는 인터페이스 포트(들)(1438)을 통해 시스템 버스(1418)를 거쳐 프로세싱 유닛(1414)에 접속된다. 인터페이스

포트(들)(1438)은, 예를 들면, 직렬 포트, 병렬 포트, 게임 포트, 및 유니버설 직렬 버스(USB)를 포함한다. 출력 장치(들)

(1440)은 입력 장치(들)(1436)과 동일한 타입의 포트 중 일부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USB 포트는 컴퓨터

(1412)에 입력을 제공하고 컴퓨터(1412)로부터 출력 장치(1440)로 정보를 출력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출력 어댑터

(1442)는 특수한 어댑터를 필요로 하는 그외의 출력 장치 중에서 모니터, 스피커, 프린터와 같은 몇개의 출력 장치(1440)

가 있음을 예시하기 위해 제공된다. 출력 어댑터(1442)는 이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예시적으로 출력 장치(1440)와 시스템

버스(1418) 사이의 연결 수단을 제공하는 비디오 및 사운드 카드를 포함한다. 그외의 장치 및/또는 장치들의 시스템은 원

격 컴퓨터(들)(1444)와 같은 입력 및 출력 기능을 제공함을 알아야 한다.

컴퓨터(1412)는 원격 컴퓨터(들)(1444)과 같은 하나 이상의 원격 컴퓨터로의 논리적 접속을 사용하는 네트워크화된 환경

에서 동작할 수 있다. 원격 컴퓨터(들)(1444)은 개인용 컴퓨터, 서버, 라우터, 네트워크 PC, 워크스테이션, 마이크로프로

세서 기반 기기, 피어 장치 또는 그외의 공통 네트워크 노드 등일 수 있고, 통상적으로 컴퓨터(1412)에 관해 설명된 소자들

의 전체 또는 대부분을 포함한다. 간략히 하기 위해, 메모리 저장 장치(1446)만이 원격 컴퓨터(들)(1444)과 함께 도시되었

다. 원격 컴퓨터(들)(1444)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1448)를 통해 컴퓨터(1412)에 논리적으로 접속되고, 통신 접속(1450)

을 통해 물리적으로 접속된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1448)는 근거리 통신 네트워크(LAN) 및 원거리 통신 네트워크

(WAN)과 같은 통신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LAN 기술은 광섬유 분산 데이터 인터페이스(FDDI), 동선 분산 데이터 인터페

이스(CDDI), 이더넷, 토큰링 등을 포함한다. WAN 기술은 이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점 대 점 링크, 종합통신 네트워크

(ISDN) 및 그 변형예와 같은 회선 교환 네트워크, 패킷 교환 네트워크, 디지털 가입자 라인(DSL)을 포함한다.

통신 접속(들)(1450)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1448)를 버스(1418)에 연결하는데 사용되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지칭한

다. 통신 접속(1450)이 도시를 위해 컴퓨터(1412) 내부에 도시되었지만, 이는 컴퓨터(1412) 외부에도 있을 수 있다. 네트

워크 인터페이스(1448)와의 접속에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는, 예를 들면, 일반 전화 등급의 모뎀, 케이블 모뎀, 및

DSL 모뎀, ISDN 어댑터, 및 이더넷 카드를 포함하는 모뎀과 같은 내부 및 외부 기술을 포함한다.

상술된 것은 본 발명의 예를 포함한다. 물론, 본 발명을 설명하는 목적을 위해 모든 가능한 조합의 컴포넌트 또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당업자는 본 발명의 더 많은 조합예 및 치환예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따라서, 본 발

명은 첨부된 청구항들의 범위의 사상 및 범위 내에 포함되는 모든 대안예, 수정예 및 변형예를 포함하도록 의도된다.

구체적으로, 상술된 컴포넌트, 장치, 회로, 시스템 등에 의해 수행된 다양한 기능과 관련하여, 이러한 컴포넌트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 용어("수단"에 대한 지칭을 포함)는, 달리 표시되지 않는다면, 본 명세서에서의 본 발명의 도시된 예시적인 양상

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개시된 구조에 구조적으로 등가적이지는 않더라도, 설명된 컴포넌트의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임

의의 컴포넌트(예를 들면, 기능적으로 등가)에 대응하는 것으로 의도된다. 이 점에서, 본 발명은, 본 발명의 다양한 방법의

행동 및/또는 이벤트를 수행하기 위한 컴퓨터 실행가능한 명령어들을 구비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는 물론 시스템을 포

함함도 인식할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특별한 특징이 다수의 구현예 중 단지 하나에 대해 개시되었을 수 있지만, 이러한 특징은 모든 임의의 또

는 특정 응용예에 대한 바람직하고 유리할 수 있는 그외의 구현예들의 하나 이상의 다른 특징과 결합될 수 있다. 또한, "포

함한다(includes)" 및 "포함하는(including)"이라는 용어 및 그 파생어가 상세한 설명 또는 특허 청구의 범위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용어는 "포함하는(comprising)"이라는 용어와 유사한 방식으로 포괄적인 것으로 의도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전력 소모를 감소시키고 및/또는 배터리 수명을 개선하면서, 사용자에게 네트워크 데이터 수신과 같은

원하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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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이동 단말을 위한 전력 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전력 관리 방식들을 저장하는 구성 뱅크(configuration bank)와,

상기 무선 이동 단말의 하나 이상의 부분들에 대해 선택적으로 전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적어도 하나의 전력 관리 방식을

사용하는 전력 관리 컴포넌트

를 포함하는 전력 관리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력 관리 방식은 신뢰성있는 네트워크 통신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기 무선 이동 단말의 CPU 및 네트

워크 무선장치에 대한 전력을 유지하면서, 전력 소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상기 무선 이동 단말의 다른 부분들로부터의 전

력을 제거하는 전력 관리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관리 컴포넌트는 시간 경과, 비활성화 주기, 인터럽트, 이벤트, 사용자 요청, 프로그램 API(programmatic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네트워크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상기 무선 이동 단말 및 다른 무선 이동 단말 중 하나를

통해 전력을 제거하기 위해 활성화되는 전력 관리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관리 컴포넌트는 버튼 누름, 키 돌림, 활성 터치 화면 영역 터치, 프로그램 제어, 음성, 타임아웃 만료, 날짜, 전

류, 요청, 신호, 움직임, 트리거, 링크 상태 변경, 네트워크 연결 유지, 프록시-ARP 패킷, 재인증 패킷, 지정된 패킷

(directed packet), 웨이크-온-랜(wake-on LAN) 요청, 및 네트워크 데이터 수신 중 하나를 통해 전력을 재개하기 위해

활성화되는 전력 관리 시스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관리 컴포넌트는 백그라운드 애플리케이션으로서 실행하는 전력 관리 시스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관리 컴포넌트는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상기 전력 관리 방식을 자동적으로 실행하거나 사용자 확인을 대기하

는 전력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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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관리 컴포넌트는 무선 이동 단말 BIOS, 애플리케이션, 외부 장치 및 무선 이동 단말 운영 체계 중 하나에서 실행

하는 전력 관리 시스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관리 컴포넌트는 상기 무선 이동 단말의 간헐적 폴링 및 연속적 폴링 중 하나를 사용하여 전력이 제거되어야 할

때를 자동적으로 판정하고, 전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상기 전력 관리 방식을 동적으로 적용하는 전력 관리 시스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관리 방식은 무선 이동 단말 특징, 상기 무선 이동 단말의 하나 이상의 부분들의 상태, 사용자 식별 구성, 및 사용

자 속성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는 전력 관리 시스템.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관리 방식은 상기 무선 이동 단말에 인가된 상기 전력을 감소시켜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키는 전력 관리 시스템.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관리 방식은 디폴트, 사용자 정의, 애플리케이션 생성 및 지능 생성 구성(intelligence created configuration)

중 하나인 전력 관리 시스템.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지능 생성 구성은 기계 학습, 통계, 확률, 추론 및/또는 분류기(classifier)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생성되는 전력

관리 시스템.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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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력 관리 컴포넌트의 호출 및 전력 관리 방식의 제공 중 적어도 하나를 위해 사용되는 API를 더 포함하는 전력 관리

시스템.

청구항 14.

휴대용 단말을 위한 전력을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휴대용 단말의 일부로부터 전력이 제거되어야 함을 표시하는 표시자(indica)를 수신하는 단계;

배터리 전력 소모를 감소시키기 위해 상기 휴대용 단말의 상기 부분으로부터 전력을 제거하는 단계; 및

휴대용 단말 네트워크 접속성을 유지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전력 관리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전력 제거 방식을 정의하는 전력 관리 구성을 얻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전력 관리 방법.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신뢰성있는 네트워크 통신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기 휴대용 단말의 CPU 및 네트워크 무선장치에의 전력을 유지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전력 관리 방법.

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시간 경과, 비활성화 주기, 인터럽트, 이벤트, 사용자 요청, 프로그램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네트워크 데이

터, 애플리케이션, 상기 무선 이동 단말, 다른 무선 이동 단말, 버튼의 누름, 키의 돌림, 활성 터치 화면 영역 터치, 프로그램

제어, 음성, 타임아웃의 만료, 날짜, 전류, 요청, 신호, 이동, 네트워크 데이터 중의 하나를 통해 전력 관리 설비를 활성화하

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전력 관리 설비는 상기 휴대용 단말의 상기 부분으로부터 상기 전력을 제거하는 전력 관리 방

법.

청구항 18.

제14항에 있어서,

링크 상태 변경, 네트워크 연결 유지, 프록시-ARP 패킷, 및 재인증 패킷 중 하나를 포함하는 기동 이벤트(wake event)로

부터 신호를 수신하면 상기 휴대용 단말의 상기 부분에 전력을 회복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전력 관리 방법.

청구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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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컴퓨팅 장치의 부분들로의 전력 분배를 용이하게 하는 전력 관리 방법에 있어서,

전력이 상기 무선 컴퓨팅 장치의 적어도 일부로부터 제거되어야 하는지를 검출하는 단계;

관련된 전력 관리 방식을 검색하는 단계; 및

상기 무선 컴퓨팅 장치의 CPU 및 네트워크 무선장치에 대한 전력을 유지하면서, 상기 무선 컴퓨팅 장치의 상기 부분으로

부터의 전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상기 전력 관리 방식을 사용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전력 관리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전력이 제거되어야 할 때를 자동적으로 검출하기 위해서 상기 무선 컴퓨팅 장치의 간헐적 및 연속적 폴링 중 하나를 사용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전력 관리 방법.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컴퓨팅 장치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부분에 인가된 상기 전력을 동적으로 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전력 관

리 방법.

청구항 22.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컴퓨팅 장치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된 배터리로부터 전력을 덜 끌어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전력 관리

방법.

청구항 23.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관리 방식은 디폴트, 사용자 정의, 애플리케이션 생성 및/또는 지능 생성 구성 중 하나인 전력 관리 방법.

청구항 24.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컴퓨팅 장치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부분에 인가된 상기 전력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능을 이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전력 관리 방법.

청구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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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지능은 기계 학습, 통계, 확률, 추론 및/또는 분류기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는 전력 관리 방법.

청구항 26.

단말 전력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전력 관리를 활성화할 때를 판정하는 수단;

선택적 전력 관리 구성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 및

원하는 기능을 유지하면서,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상기 단말의 부분들에 인가된 전력을 선택적으로 낮추기 위해 상기

전력 관리 구성을 사용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시스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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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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