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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항공기내의 전자 장치들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 및장치

요약

    
본 발명은 전자 장치들이 비행기에 있는 동안 휴대용 전자 장치들의 무선 데이터 접속을 경유한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몇몇 실시예들의 무선 데이터 접속은 상기 무선 데이터 접속을 경유하여 상기 휴대용 전자 장
치의 전력 상태를 제어하도록 동작가능하다. 본 발명은 추가 실시예들에서 비행 데이터와 같은 다른 데이터를 상기 무
선 데이터 접속을 경유하여 상기 휴대용 전자 장치들에 전달하는 능력을 제공한다. 몇몇 실시예들에 있어서, 상기 무선 
데이터 접속 및 휴대용 전자 장치는 휴대용 컴퓨터에 작용적으로 연결된 블루투스 무선 데이터 접속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컴퓨터들에서 데이터의 무선 통신에 관한 것으로, 특히 비행기에서 랩톱(laptop) 컴퓨터들 또는 
다른 전자 장치들과 비행기 데이터 시스템 간에 통신하기 위한 무선 통신의 사용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기내의 항공기에서 작동되는 전자 장치들에 의해 야기되는 전기 간섭에 대한 관심들은 비행의 어떤 부분들 동안 대부분
의 전자 장치들의 사용 금지를 초래하였다. 많은 마이크로프로세서-구동 장치들은 비행기의 통신 또는 비행 제어 시스
템들과 간섭할 수 있는 무선 주파수 노이즈를 방출할 수 있고, 그래서 상기 비행기의 동작에 안전 위험을 제기하는 것으
로 널리 믿어진다. 또한, 유사하게 어떤 주파수들의 무선 신호들을 방출하도록 설계된 셀룰러 전화들과 같은 장치들은 
상기 비행기내의 전자 시스템들과의 간섭에 대한 동일한 관심으로 인하여, 제한된 사용 규칙들에 종속된다.
    

    
특정 부류의 전자 장치들은 전형적으로 간섭의 인지된 위험 및 비활성화의 용이함에 따라 변하는 사용에 대한 제한들에 
종속된다. 예를 들어, 시계들, 맥박 조정기들 및 보청기들은 보통 언제나 사용될 수 있고, 반면에 무선 송신기들, 셀룰러 
전화들 및 원격 제어 완구들과 같은 장치들의 사용은 종종 함께 금지된다. 그러나, 어떤 부류의 중간 위험 장치들이 종
종 비행중 사용될 수 있지만, 이륙 및 착륙 동안 사용이 금지된다. 이러한 장치들은 핸드헬드 계산기들 또는 컴퓨터 게
임기들, 휴대용 컴퓨터 장치들, 휴대용 컴팩트 디스크 및 테이프 재생기들 및 전기 면도기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장치들
이 비행중 사용될 수 있을지라도, 비행 승무원들이 승객의 활동을 주위깊게 감시함으로써 이륙 및 착륙중 그들의 사용
의 금지를 강요할만큼 상기 간섭의 위험이 크게 고려된다.
    

    
그러나, 전형적인 비행시 소수의 비행 승무원들은 모든 승객들을 감시하고 상기 제한에 따르는 것을 보증하는 어려운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심지어 하나의 전자 장치가 항공기상의 전자 시스템들과 간섭하는 충분한 무선 주파수 간섭을 방
출할 수 있다. 전자 장치들의 사용에 대한 제한에 따르기를 원하는 승객들조차 경고를 듣지 못할 수 있고, 이륙후 너무 
빨리 전자 장치들을 켤 수 있거나 장치들을 비행의 착륙 부분에 계속 동작시킬 수 있다. 착륙 및 이륙과 같은 비행의 제
한된 부분들 동안 승객 동작을 요구하지 않고 전자 장치들의 동작을 제한하는데 이용되는 방법 또는 장치에 대한 필요
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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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전자 장치들이 비행기내에 있는 동안 휴대용 전자 장치들의 무선 데이터 접속을 경유한 제어를 가능하게 하
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몇몇 실시예들의 무선 데이터 접속은 상기 무선 데이터 접속을 경유하여 상기 휴대용 전자 
장치의 전력 상태를 제어하도록 동작가능하다. 본 발명은 추가 실시예들에서 비행 데이터와 같은 다른 데이터를 상기 
무선 데이터 접속을 경유하여 상기 휴대용 전자 장치들에 전달하는 능력을 제공한다. 몇몇 실시예들에 있어서, 상기 무
선 데이터 접속 및 휴대용 전자 장치는 휴대용 컴퓨터에 작용적으로 연결된 블루투스 무선 데이터 접속을 포함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실시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범용 컴퓨터의 블록도를 도시한 것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와 일치하는, 무선 접속을 경유하여 비행기상의 휴대용 전자 장치들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의 
블록도를 도시한 것이다.

    실시예

    
본 발명의 샘플 실시예들의 다음 상세한 설명에 있어서, 본 발명의 일부를 형성하고,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는 특정 샘
플 실시예들의 설명의 수단으로써 도시된 첨부한 도면들이 참조된다. 이들 실시예들은 당업자가 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히 설명되고, 다른 실시예들이 이용될 수 있으며, 논리적 변경, 기계적 변경, 전기적 변경 및 다른 변
경들이 본 발명의 사상 또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은 이해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의 상세한 설
명은 제한하는 의도로 취해지지 않아야 하며, 본 발명의 범위는 첨부된 청구항들에 의해서만 정의된다.
    

    
본 발명은 무선 데이터 접속을 경유하여 비행기에 있는 동안 휴대용 전자 장치들의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 및 장치
를 제공한다. 몇몇 실시예들의 무선 데이터 접속은 상기 무선 데이터 접속을 경유하여 상기 휴대용 전자 장치의 전력 상
태를 제어하도록 동작가능하다. 다양한 실시예들에 있어서, 상기 휴대용 전자 장치는 랩톱(laptop)과 같은 휴대용 컴퓨
터화된 장치이다. 본 발명은 추가 실시예들에 있어서 상기 무선 데이터 접속을 경유하여 상기 휴대용 전자 장치들에 비
행 데이터와 같은 다른 데이터를 전달하는 능력을 제공한다.
    

    
도 1은 예를 들면 본 발명과 일치하는 휴대용 전자 장치로서 사용될 수 있는, 범용 퍼스널 컴퓨터 시스템(100)을 도시
한 것이다. 본 실시예에서, 프로세서(102), 시스템 제어기(112), 캐시(114) 및 데이터-경로 칩(118)은 각각 호스트 
버스(110)에 연결된다. 프로세서(102)는 486-형 칩, 펜티엄(등록상표), 펜티엄 II(등록상표) 또는 다른 적합한 마이
크로프로세서와 같은 마이크로프로세서이다. 캐시(114)는 프로세서(102)에 고속 로컬-메모리 데이터(일 실시예에서, 
예를 들어 512 kB의 캐시 메모리)를 제공하고, 데이터가 캐시(112)에 배치된 후 곧 사용되는 것이 예기되는 데이터를 
캐시(114)에 적재하는, 시스템 제어기(112)에 의해 제어된다. 메인 메모리(116)는 시스템 제어기(114) 및 데이터-
경로 칩(118) 사이에 연결되고, 일 실시예에서 16 MB 내지 128 MB 데이터의 램(random-access memory)을 제공
한다. 일 실시예에서, 메인 메모리(116)는 싱글 인라인 메모리 모듈들(SIMMs: Single In-line Memory Modules)
상에 제공되며, 반면에 다른 실시예에서, 메인 메모리(116)는 듀얼 인라인 메모리 모듈들(DIMMs: Dual In-line Me
mory Modules)상에 제공되는데, 그 각각은 도 1에 도시된 많은 다른 구성요소들을 보유하는 마더보드상에 제공된 적
합한 소켓들에 꽂힌다. 메인 메모리(116)는 표준 DRAM(Dynamic Random-Access Memory), EDO(Extended D
ata Out) DRAM, SDRAM(Synchronous DRAM), RDRAM(Rambus DRAM) 또는 다른 적합한 메모리 기술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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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시스템 제어기(112)는 프로세서(102) 및 그래픽 장치들, 저장 장치 드라이브들, 네트워크 케이블링 등과 같은 
다양한 주변 장치들 간에 고속 데이터 경로를 제공하는 시스템(100)을 위한 로컬 버스 및 PCI(Peripheral Compone
nt Interconnect) 버스(120)를 제어한다. 데이터-경로 칩(118)은 또한 메인 메모리(116), 호스트 버스(110) 및 P
CI 버스(120) 간에 데이터를 보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시스템 제어기(112)에 의해 제어된다.
    

    
일 실시예에서, PCI 버스(120)는 33 MHz에서 동작하는 32-비트-폭 데이터 경로를 제공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PC
I 버스(120)는 33 MHz에서 동작하는 64-비트-폭 데이터 경로를 제공한다. 또 다른 실시예들에 있어서, PCI 버스(
120)는 더 빠른 속도에서 동작하는 32-비트-폭 또는 64-비트-폭 데이터 경로를 제공한다. 일 실시예에서, PCI 버
스(120)는 I/O 브릿지(122), 그래픽 제어기(127) 및 하나 이상의 PCI 커넥터들(121)(즉, 카드 에지가 삽입될 수 있
는 소켓들)에 연결을 제공하는데, 그 각각은 표준 PCI 카드를 수용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I/O 브릿지(122) 및 그래
픽 제어기(127)는, 보드-커넥터-보드 신호-교차 인터페이스를 회피하기 위하여 그래서 더 좋은 속도와 신뢰성을 제
공하기 위하여, 시스템 제어기(112)와 함께 메인보드상에 각각 포함된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그래픽 제어기(127)는 
(DRAM, EDO DRAM, SDRAM, SGRAM 또는 VRAM(비디오 램)과 같은 메모리를 포함하는) 비디오 메모리(128)에 
연결되고, VGA(비디오 그래픽 어댑터) 포트(129)를 구동한다. VGA 포트(129)는 VGA-형, SVGA(Super VGA)-
형, XGA-형(eXtended Graphics Adaptor) 또는 SXGA-형(Super XGA) 디스플레이 장치들과 같은 산업-표준 모
니터들에 연결될 수 있다. PCI 인터페이스를 갖는 다른 입력/출력(I/O) 카드들은 PCI 커넥터들(121)에 꽂힐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I/O 브릿지(122)는 하나 이상의 독립적인 IDE 커넥터들(124- 125), USB(Universal Serial Bus) 
포트(126) 및 ISA(Industry Standard Architecture) 버스(130)에 접속 및 제어를 제공한다. 본 실시예에서, IDE 
커넥터(124)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들, 시디롬(CDROM: Compact Disk-Read-Only Memory) 드라이브들, DVD
(Digital Video Disk) 드라이브들 또는 테이프-백업 유닛(TBU: Tape-Backup Unit) 장치들과 같은 2개까지의 표
준 IDE-형 장치들에 접속을 제공한다. 유사한 일 실시예에 있어서, 2개의 IDE 커넥터들(124)이 제공되고, 각각은 E
IDE(Enhanced IDE) 구조를 제공한다. 도시된 실시예에 있어서, SCSI(Small Computer System Interface) 커넥터
(125)는 (상기 실시예에 의해 지원되는 SCSI의 버전에 따라) 7개 내지 15개까지의 SCSI-형 장치들에 접속을 제공한
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I/O 브릿지(122)는 하나 이상의 ISA 커넥터들(131)(일 실시예에서, 3개의 커넥터들이 제공
된다)을 구비한 ISA 버스(130)를 제공한다. 일 실시예에서, ISA 버스(130)는 I/O 제어기(152)에 연결되고, I/O 제
어기(152)는 차례로 2개의 직렬 포트들(154 및 155), 병렬 포트(156) 및 FDD(Floppy-Disk Drive) 커넥터(157)
에 접속을 제공한다. 일 실시예에서, ISA 버스(130)는 버퍼(132)에 연결되고, 버퍼(132)는 X 버스(140)에 연결되며, 
X 버스(140)는 실시간 클록(142), 키보드/마우스 제어기(144) 및 키보드 바이오스 롬(BIOS ROM: Basic Input/Ou
tput System Read-Only Memory)(145) 및 시스템 바이오스 롬(146)에 접속을 제공한다.
    

PCMCIA 카드 제어기(또한 PC 카드 제어기 또는 카드버스(CardBus) 제어기로 알려짐)(160)는 일 실시예에서 상기 
PCI 버스(120)에 연결되고, 상기 컴퓨터(100)를 상기 컴퓨터 시스템의 PCMCIA 슬롯들에 삽입될 수 있는 다양한 P
CMCIA 하드웨어 카드들에 인터페이스시키도록 동작가능하다. 상기 PCMCIA 슬롯들은 예를 들어 블루투스(Bluetoo
th) 시스템 호환 통신 카드와 같은 무선 데이터 통신 카드를 수납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과 함께 사용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의 예시적인 일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지만, 다른 버스 구조들 및 
메모리 장치들과 같은 다른 구성들이 특히 숙고될 수 있고 이것들은 본 발명의 범위내에 있다. 예를 들어, 도 1의 컴퓨
터 시스템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무선 데이터 통신 능력이 구비된 휴대용 랩톱 컴퓨터 시스템으로서 구현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와 일치하는, 무선 접속을 경유하여 비행기상의 휴대용 전자 장치들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
템을 도시한 것이다. 본 발명과 일치하는 장치와 상기 장치의 사용에 관한 방법들 양자의 실시예들은 도 2의 구성요소
들을 참조하여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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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장치 제어 장치(201)는 무선 신호를 송신하도록 동작가능한 무선 통신 장치(202)에 작용적으로 연결된다. 몇몇 
실시예들에 있어서 상기 전자 장치 제어 장치는 컴퓨터로 하여금 상기 무선 통신 장치(202)를 경유하여 다양한 신호들
을 송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그상에서 실행하는 소프트웨어를 구비한 퍼스널 컴퓨터이다. 상기 무선 통신 장치(202)는 
다양한 실시예들에서 IrDA(Infrared Datat Association: 적외선 데이터 연관) 인터페이스와 같은 적외선 인터페이스, 
블루투스 무선 인터페이스와 같은 무선-주파수 인터페이스 또는 어떤 다른 적합한 장치이다. 다양한 실시예들에 있어
서, 상기 무선 통신 장치는 오직 데이터를 방송하거나 송신하도록 동작가능하고, 반면에 다른 실시예들에 있어서 상기 
무선 통신 장치는 양방향 통신을 지원하는 송수신기를 포함한다.
    

    
상기 전자 장치 제어 장치(201)는 적어도 하나의 휴대용 전자 장치(203)와 통신하기 위하여 무선 통신 장치(202)를 
이용한다. 상기 휴대용 전자 장치(203)는 다양한 실시예들에서 컴퓨터들, 셀룰러 전화들, 팜파일롯(PalmPilot) PDA
와 같은 개인 디지털 보조장치들(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 또는 다른 적합한 장치를 포함하여, 어떤 휴대용 
전자 장치일 수 있다. 상기 휴대용 전자 장치(203)는 부분적으로 상기 무선 통신 장치(202)로부터 무선 통신 신호를 
수신하도록 동작가능한 무선 신호 수신 장치(204)를 포함한다. 상기 무선 신호 수신 장치(204)는 무선 통신 장치(20
2)에 의해 방출되는 무선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어떤 유형의 장치일 수 있어서, 무선 통신 장치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라 변한다. 예를 들어, 일 실시예의 상기 무선 신호 수신 장치(204)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은 휴대용 퍼스널 컴퓨
터와 인터페이스하는 PC 카드(또는 PCMCIA 카드 또는 카드버스 카드로서 알려짐)에서 구현되는 블루투스 무선 데이
터 통신 장치이다.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있어서, 어떤 수의 휴대용 전자 장치들(203, 205 및 206)도 상기 무선 통신 장치(202)
에 의해 방출된 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 이들 휴대용 전자 장치들은 상기 시스템의 단일 실시예의 각 장치가 동일한 시
스템의 상기 무선 통신 장치(202)에 의해 방출된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한 다른 유형일 수 있다.

    
동작시, 상기 전자 장치 제어 장치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휴대용 전자 장치(203, 205 및 206)의 원하는 동작 상태 또
는 전력 상태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무선 통신 장치(202)를 경유하여 송신한다. 예를 들어, 비행기가 착륙을 준비하고 
있을 때, 상기 전자 장치 제어 장치는 상기 무선 통신 장치(202)를 경유하여 데이터의 송신을 개시하는데, 상기 데이터
는, 상기 휴대용 전자 장치들이 상기 비행기상의 전자 시스템들과 간섭할 수 있는 방사된 무선 주파수 방출을 위해 전위 
감소를 초래하는 감소된 전력 또는 동작 상태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상기 전자 장치 또는 장치들은 각 전자 장치와 관련된 상기 무선 신호 수신 장치들(204)을 경유하여 송신된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고, 게다가 상기 송신된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전자 장치 전력 상태를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신
호가, 상기 장치들이 무선 주파수 방출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감소된 전력 상태에서 동작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 각 
휴대용 전자 장치는 상기 신호를 수신하고 필요한 경우 그것의 전력 상태를 감소시킨다. 다양한 실시예들에 있어서, 상
기 휴대용 전자 장치들은 이러한 신호에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전력을 올리거나 전력을 내릴 수 있거나, 감소된 기능동
안 방사된 간섭에 대한 전위가 상당히 감소되도록 기능을 증가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치는 클록 속도의 
감소가 고주파수 무선 주파수 방출의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 감소된 전력 상태를 나타내는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장치
의 클록 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다른 실시예들에 있어서, 상기 무선 데이터 접속은 부가적인 데이터를 상기 휴대용 전자 장치들(203, 205 및 206)에 
제공하면서, 비행 데이터 정보 또는 다른 데이터를 송신하도록 동작가능하다. 상기 비행 데이터는 도착 시간 및 출발 시
간, 비행 지도들, 음식 및 음료 서비스, 기내 오락 정보 또는 다른 유사한 정보와 같은 데이터를 포함한다. 또 다른 실시
예들에 있어서, 상기 무선 데이터 접속은 인터넷 접속 또는 이메일 기능과 같은 부가적인 데이터를 제공한다. 다양한 실
시예들에서 이러한 증강된 능력은 유료로 제공될 수 있거나, 어떤 클래스의 여행 승객들에게 제공될 수 있거나, 그렇지 

 - 5 -



공개특허 특2002-0077877

 
않으면 이용이 제한된다.
    

    
상기 전자 장치 제어 장치(201)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휴대용 전자 장치(203) 간의 통신이 몇몇 실시예들에서 블루투
스 무선 통신 장치를 경유하여 제공되는데, 상기 블루투스 무선 통신 장치는 블루투스 전문 관심 그룹, 컴퓨터 및 무선 
통신 회사들의 컨소시엄에 의해 개발된 무선 통신 표준을 지원하는 장치이다. 상기 블루투스 무선 통신 표준은 때때로 
PAN, 또는 개인 영역 네트워크 시스템으로서 지칭되는 무선 통신 시스템의 일 예이다. 이러한 시스템들의 사용은 본 
발명과 일치하고, 이것은 다양한 실시예들에서 또한 어떤 다른 적합한 무선 데이터 통신 방법들을 구현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서 장치들이 비행기내에 있는 동안 무선 데이터 접속을 경유하여 휴대용 전자 
장치들의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몇몇 실시예들의 상기 무선 데이터 접속은 상기 무선 데이터 
접속을 경유하여 상기 휴대용 전자 장치의 전력 상태를 제어하도록 동작가능하다. 본 발명은 추가 실시예들에서 상기 
무선 데이터 접속을 경유하여 상기 휴대용 전자 장치들에 비행 데이터와 같은 다른 데이터를 전달하는 능력을 제공한다. 
몇몇 실시예들에 있어서, 상기 무선 데이터 접속 및 휴대용 전자 장치는 휴대용 컴퓨터에 작용적으로 연결된 블루투스 
무선 데이터 접속 장치 또는 다른 개인 영역 네트워크 접속 장치를 포함한다.
    

특정 실시예들이 여기에서 도시되고 설명되었을지라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추정되는 어떤 장치가 도시된 
특정 실시예들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업자에 의해 이해될 것이다. 본 출원은 본 발명의 어떤 적용 또는 변경들을 
포함하도록 의도된다. 본 발명은 청구항들 및 본 발명의 균등물들의 전(full) 범위에 의해서만 제한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적어도 하나의 휴대용 전자 장치가 항공기에 있는 동안 상기 적어도 하나의 휴대용 전자 장치의 동작을 원격으로 제어
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전자 장치의 원하는 전력 상태를 나타내는 데이터 신호를 무선 데이터 접속을 경유하여 상기 전자 장치에 제공하
는 단계; 및

현재의 전력 상태가 상기 원하는 전력 상태가 아닌 경우 상기 데이터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전자 장치의 전력 상태를 상
기 원하는 전력 상태로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데이터 접속은 블루투스(Bluetooth) 무선 데이터 접속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데이터 접속을 경유하여 상기 전자 장치에 비행-관련 데이터를 송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장치는 휴대용 컴퓨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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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적어도 하나의 휴대용 전자 장치가 항공기에 있는 동안 상기 적어도 하나의 휴대용 전자 장치의 동작을 원격으로 제어
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전자 장치의 원하는 전력 상태를 나타내는 데이터 신호를 무선 데이터 접속을 경유하여 상기 전자 장치에 제공하
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전자 장치는 현재의 전력 상태가 상기 원하는 전력 상태가 아닌 경우 상기 데이터 신호에 응
답하여 상기 전자 장치의 전력 상태를 상기 원하는 전력 상태로 변경하도록 동작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데이터 접속을 경유하여 데이터 신호를 제공하는 단계는 블루투스(Bluetooth) 무선 데이터 
접속을 경유하여 상기 데이터 신호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데이터 접속을 경유하여 상기 전자 장치에 비행-관련 데이터를 송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적어도 하나의 휴대용 전자 장치가 항공기에 있는 동안 상기 적어도 하나의 휴대용 전자 장치의 동작을 원격으로 제어
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현재의 전력 상태가 원하는 전력 상태가 아닌 경우 상기 전자 장치의 전력 상태를 무선 데이터 접속을 경유하여 제공되
는 데이터 신호에 의해 표시되는 원하는 전력 상태로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데이터 접속은 블루투스(Bluetooth) 무선 데이터 접속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데이터 접속을 경유하여 상기 전자 장치에 비행-관련 데이터를 송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장치는 휴대용 컴퓨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비행기에서 사용하기 위한 전자 장치 제어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전자 장치의 전력 상태를 제어하기 위하여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에 무선 신호를 송신하도록 동작가능하고, 상
기 전자 장치는 상기 무선 신호에 응답하여 전력 상태를 변경하도록 동작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장치 제어 장
치.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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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장치는 휴대용 컴퓨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장치 제어 장치.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신호를 상기 전자 장치 제어 장치로부터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로 송신하도록 동작
가능한 블루투스 무선 데이터 송신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장치 제어 장치.

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신호를 경유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에 비행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더 동작가능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장치 제어 장치.

청구항 16.

비행기에서 사용하기 위한 전자 장치에 있어서,

전자 장치 제어 장치로부터 원하는 전력 상태 데이터를 포함하는 무선 신호를 수신하도록 동작가능하고,

상기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전자 장치의 전력 상태를 변경하도록 동작가능한 전자 장치.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장치는 휴대용 컴퓨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장치.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장치 제어 장치로부터 상기 무선 신호를 수신하도록 동작가능한 무선 데이터 수신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장치.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데이터 수신기는 블루투스 무선 데이터 수신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장치.

청구항 20.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장치 제어 장치로부터의 상기 무선 신호는 비행-관련 데이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전자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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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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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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