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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기반 정보를 이용하여 무선 네트워크에서 통신을 개선하는 실시예들이 설명된다.
방법은 적어도 하나의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비컨 (beacon)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 비컨 정보와 연관되는 타임-스탬프 정보를 이용하
여, 제 2 액세스 포인트와의 통신을 핸드오프할지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다른 실시형태에 따라
서, 방법은 또한 비컨 품질이 임계 레벨 미만이라는 것을 검출하는 단계 및 열등한 비컨 품질 메시지를 송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복수의 다른 액세스 포인트에 관한 정보가 송신된 열등한 비컨 품질 메시지에 응
답하여 수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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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 네트워크에서 시간-기반 정보를 이용하여 통신을 개선하는 방법으로서,
적어도 하나의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비컨 (beacon)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비컨 정보와 연관되는 타임-스탬프 정보를 이용하여, 제 2 액세스 포인트와의 통신을 핸드오프할지를 결정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통신 개선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비컨 품질이 임계 레벨 미만이라는 것을 검출하는 단계;
열등한 비컨 품질 메시지를 송신하는 단계; 및
상기 송신된 열등한 비컨 품질 메시지에 응답하여, 복수의 다른 액세스 포인트들에 관한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통신 개선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이동 디바이스의 애플리케이션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의존하여, 상기 복수의 다른 액세스 포인트들 사이에서 선
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통신 개선 방법.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다른 액세스 포인트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비컨 품질 레벨을 소정의 임계 레벨보다 위로 보존하는
단계로서, 상기 액세스 포인트들은 무선 원거리 네트워크 (WWAN),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WLAN), 또는 무선 사
설 네트워크 (WPAN) 중 하나인, 상기 소정의 임계치보다 위로 비컨 품질 레벨을 유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통신 개선 방법.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WWAN 또는 WLAN 기능성을 통해 WWAN 과 WLAN 사이의 스위칭을 결정하여, 우수한 대역폭 또는 신호 세기를 달성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통신 개선 방법.
청구항 6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다른 액세스 포인트들에 관한 정보는 각각의 채널들 또는 비컨 송신 시간들을 포함하는, 통신 개선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타임-스탬프 정보는 GPS 기능성 컴포넌트에 의해 제공되는, 통신 개선 방법.
청구항 8
무선 네트워크에서 핸드오프를 수행하는 방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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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AN 액세스 포인트 및 WLAN 액세스 포인트의 프레즌스 (presence) 를 검출하는 단계;
비컨 (beacon) 타이밍을 각각의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수신된 복수의 비컨들과 연관시키는 단계; 및
상기 연관된 비컨 타이밍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기초하여, 상기 WWAN 과 상기 WLAN 사이에서 전이할지를 확정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핸드오프 수행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WWAN 과 WLAN 사이에서 전이할지를 확정하는 단계는,
상기 WWAN 또는 상기 WLAN 의 대역폭이 이동 디바이스의 애플리케이션을 수용하는데 충분한지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핸드오프 수행 방법.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대역폭 또는 신호 세기가 상기 WWAN 에서보다 상기 WLAN 에서 우수한 경우, 상기 WWAN 으로부터 상기 WLAN 으로
스위칭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핸드오프 수행 방법.
청구항 11
제 8 항에 있어서,
대역폭 또는 신호 세기가 상기 WLAN 에서보다 상기 WWAN 에서 우수한 경우, 상기 WLAN 으로부터 상기 WWAN 으로
스위칭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핸드오프 수행 방법.
청구항 12
제 8 항에 있어서,
GPS 컴포넌트에 의해 제공되는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이동 디바이스의 서비스를 자동적으로 개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핸드오프 수행 방법.
청구항 13
디바이스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요건을 저장하는 메모리; 및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정보를 분석하고, 비컨 (beacon) 타이밍에 부분적으로 기초하여 네트워크가 상기 디바이
스 애플리케이션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판정하며, WLAN 과 WWAN 사이의 핸드오프를 권고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이동 디바이스.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디바이스에서 수신되는 복수의 비컨들과 연관되는 타임 스탬프 (time stamp) 를 생성하도록 구성된
WLAN 컴포넌트; 및
상기 WLAN 컴포넌트와 커플링되어, 상기 WWAN 에 대해 상기 WLAN 컴포넌트에서 수신되는 비컨들의 타이밍을 나
타내는 신호들을 생성하도록 구성된, WWAN 컴포넌트를 더 포함하는, 이동 디바이스.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디바이스는 컴퓨터에 커플링되어, 상기 컴퓨터를 통해 이용가능한 상기 WWAN 컴포넌트 또는 상기
WLAN 컴포넌트를 이용하는, 이동 디바이스.
청구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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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되는 복수의 비컨들과 연관되는 상기 타임 스탬프는,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이용되어 핸드오프 관리
스케줄을 결정하는, 이동 디바이스.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핸드오프 관리 스케줄은 채널 품질 정보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기초하는, 이동 디바이스.
청구항 18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핸드오프 관리 스케줄은, 비컨 시간들에서의 복수의 액세스 포인트들 각각의 조율 (tuning), 및 상기 복수
의 액세스 포인트들 각각으로부터 수신되는 수신 채널 품질 정보의 측정에 부분적으로 기초하는, 이동
디바이스.
청구항 19
시간-기반 정보를 통해 네트워크 통신을 개선하는 장치로서,
적어도 하나의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수신되는 복수의 비컨 (beacon) 들과 연관되는 타임 스탬프 (time stamp)
를 생성하기 위한 수단; 및
상기 수신되는 복수의 비컨들과 연관되는 상기 타임 스탬프들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기초하여, 제 2 액세스 포인
트로 스위칭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통신 개선 장치.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핸드오프 스케줄을 관리하여, 상기 네트워크 통신 개선 장치의 애플리케이션을 수용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
는, 네트워크 통신 개선 장치.
청구항 21
하나 이상의 액세스 포인트들로부터 비컨 (beacon) 정보를 수신하고;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기능성을 이용하여 상기 비컨 정보와 도착 타임-스탬프 (time-stamp) 를 연
관시키고; 그리고
상기 타임-스탬핑된 비컨 정보를 이용하여, WWAN, WLAN, 또는 WPAN 사이의 핸드오프 관리 스케줄을 결정하기 위
한, 컴퓨터-실행가능 명령어들이 저장된 컴퓨터-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들은, 상기 타임-스탬핑된 비컨 정보를 WWAN 기능성을 통해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으로 송신하기 위
한 명령어들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23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들은,
비컨 품질이 임계 레벨 아래로 떨어진 경우에 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전송된 메시지에 응답하여, 로컬 액세스 포인트들의 리스팅을 수신하고; 그리고
상기 임계 레벨 이상으로 비컨 품질을 달성하도록, WWAN, WLAN, 또는 WPAN 사이를 스위칭하기 위한 명령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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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포함하는, 컴퓨터-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24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들은,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우수한 대역폭 또는 신호 세기를 달성하도록, WWAN 또는 WLAN 기능을 통해 WWAN 네트워크와 WLAN 네트워크 사이
의 스위칭을 결정하기 위한 명령어들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25
WWAN 과 WLAN 사이의 무결절성 스위칭을 위한 명령어들을 실행하는 프로세서로서,
상기 명령어들은,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비컨 (beacon) 을 수신하는 것;
상기 비컨과 수신 시간을 연관하는 것;
비컨 품질 레벨을 검출하는 것;
상기 연관된 비컨 수신 시간과 함께 상기 비컨 품질 레벨을 관리 시스템으로 송신하는 것; 그리고
상기 송신된 비컨 품질 레벨 및 상기 연관된 비컨 수신 시간에 응답하여, 상기 관리 시스템으로부터 수신되는
정보에 기초하여 WWAN 과 WLAN 사이에서 스위칭할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프로세서.

명 세 서
<1>

관련 출원에 대한 상호-참조

<2>

본 출원은, 2005 년 7 월 7 일자로 제출되고 "METHODS AND DEVICES FOR INTERWORKING OF WIRELESS WIDE AREA
NETWORKS AND WIRELESS LOCAL AREA NETWORKS OR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S" 로 명명된 미국 가특허 출
원 제 60/697,504 호 및 2005 년 8 월 29 일자로 제출되고 "METHODS AND DEVICES FOR INTERWORKING OF
WIRELESS WIDE AREA NETWORKS AND WIRELESS LOCAL AREA NETWORKS OR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S" 로 명
명된 미국 가특허 출원 제 60/712,320 호를 35 U.S.C. §119(e) 하에서 우선권 주장하며, 이들 전체는 여기에서
참조로서 포함된다.

<3>

배경 기술

<4>

Ｉ. 기술 분야

<5>

이하의 설명은 일반적으로 무선 네트워크에 관한 것으로, 그 중에서도 특히 무선 원거리 네트워크 (WWAN),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WLAN),

및/또는

무선

사설

네트워크

(WPAN)

간

통신의

무결절성

연동

(seamless

interworking) 에 관한 것이다.
<6>

Ⅱ. 배경 기술

<7>

전자 디바이스는 다중 통신 프로토콜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동 디바이스는, 이메일, 인터넷 액세

스뿐 아니라 종래의 셀룰러 통신을 종종 제공하는, 다중기능 디바이스가 되었다.

이동 디바이스는, 예를 들

면, 이하의 기술: 제 3 세대 (3G) 무선 또는 셀룰러 시스템 또는 IEEE (Institute for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s) 802.16 (WiMax) 및 정의될 다른 WWAN 기술의 모두 또는 이들 중 하나를 이용하여, 원거
리 무선 연결성 (connectivity) 을 갖도록 장비될 수 있다.
이동 디바이스에 설비된다.

한편, IEEE 802.11 기반 WLAN 연결성이 또한

또한, UWB (ultra-wideband) 및/또는 블루투스-기반 WPAN 근거리 연결성이 이동

디바이스에서 이용가능할 수도 있다.
<8>

전자 디바이스의 다중 통신 프로토콜의 다른 예시는, 랩톱을 무선 마우스, 무선 키보드 등에 연결하는데 이용되
는 WPAN 을 포함할 수도 있는 랩톱을 포함한다.

추가로, 랩톱은, 임의의 현재 정의된 IEEE 802.11 프로토콜

(IEEE 802.11a/b/g/i/e) 또는 정의될 다른 IEEE 802.11 계열의 프로토콜 (예를 들면, IEEE 802.11 n/s/r/p) 에
서 동작하는 디바이스를 포함할 수도 있다.

WLAN 은 대중화되었고, 예를 들면, WLAN 은 개인 및 비지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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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위해 가정 및 기업 모두에 셋업되고 있다.

추가로, 커피숍, 인터넷 카페, 도서관, 공공 및 민간 단

체가 WLAN 을 이용한다.
<9>

WWAN 기술은 원거리 (유비쿼터스) 커버리지 및 원거리 배치에 의해 구별된다.

그러나, 이들은 빌딩 관통 손

실 (building penetration loss), 커버리지 홀 (coverage hole), 및 WLAN 및 WPAN 에 비해 제한된 대역폭으로
부터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WLAN 및 WPAN 기술은 수백 Mbps 에 달하는 매우 높은 데이터 레이트를 전

달하지만, 커버리지는 통상 WLAN 의 경우에는 수백 피트 (feet) 그리고 WPAN 의 경우에는 수십 피트로
제한된다.
<10>

네트워크 및 프로토콜의 수는, 고유의 사용자 요구 및 상이한 (divergent) 프로토콜과 연관된 기능성에 대한 요
구로 인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종 (disparate) 네트워크 및 프로토콜은 사용자가 이들 사이에

서 스위칭하기 어렵고, 많은 경우 사용자는 소정의 시간에서 그 사용자에게 어떤 네트워크가 최적의 네트워크인
지 상관없이 하나의 네트워크에 갇힌다.

상술한 바를 고려하면, 사용자에 대한 최상의 통신 프로토콜로의

수렴 및 최적화를 위해 네트워크들 및/또는 프로토콜들 간의 무결절성 전이 (transition) 를 제공하는 것이 요
구된다.
<11>

요약

<12>

이하에서 하나 이상의 실시형태의 일정 양태의 기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실시형태의 단순화된 요약이
제시된다.

이 요약은 하나 이상의 실시형태의 광범위한 요약이 아니며, 이들 실시형태의 핵심 또는 중요한

구성요소를 식별하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실시형태의 범위를 묘사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본 요약의 하나

의 목적은, 이후 제시될 더욱 상세한 설명의 전제부로서, 설명된 실시형태의 일정 개념을 단순한 형식으로 제기
하는 것이다.
<13>

개인이 복수의 상이한 타입의 네트워크 및 프로토콜을 통해 이동하는데, 여기의 실시형태는 평활한 무결절성 통
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 및 프로토콜을 통한 사용자의 무결절성 전이를 제공한다.

실시형

태는 다양한 네트워크 및 프로토콜 사이를 전이하는 다양한 최적화 기술을 제공하며, 이 전이는 사용자 선호도,
사용자 위치, 신호 세기, 및/또는 다른 기준에 기초할 수 있다.

이러한 무결절성 전이는 사용자에게 투명적

(transparent) 일 수 있고, 또는 사용자-개시적 (user initiated) 일 수 있다.
<14>

일 구성에 따르면, 무선 네트워크에서 시간-기반 정보를 이용하여 통신을 개선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이 방

법은 적어도 하나의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비컨 (beacon)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 비컨 정보와 연관되는 타임스탬프 정보를 이용하여, 제 2 액세스 포인트와의 통신을 핸드오프할지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다른

구성에 따르면 이 방법은 비컨 품질이 임계 레벨 미만이라는 것을 검출하는 단계, 열등한 비컨 품질 메시지를
송신하는 단계, 및 상기 송신된 열등한 비컨 품질 메시지에 응답하여, 복수의 다른 액세스 포인트들에 관한 정
보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15>

다른 구성에 따르면 무선 네트워크에서 핸드오프를 수행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이 방법은 WWAN 액세스 포인

트 및 WLAN 액세스 포인트의 프레즌스 (presence) 를 검출하는 단계, 비컨 (beacon) 타이밍을 각각의 액세스 포
인트로부터 수신된 복수의 비컨들과 연관시키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또한 연관된 비컨 타이

밍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기초하여, WWAN 과 WLAN 사이에서 전이할지를 확정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WWAN 과 WLAN 사이에서 전이할지를 확정하는 단계는, WWAN 또는 WLAN 의 대역폭이 이동 디바이스의 애플리케이
션을 수용하는데 충분한지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16>

또 다른 구성은 디바이스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요건을 저장하는 메모리, 및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정보를 분석
하고, 비컨 (beacon) 타이밍에 부분적으로 기초하여 네트워크가 상기 디바이스 애플리케이션 요건을 충족시키는
지 여부를 판정하는 이동 디바이스이다.

WLAN 과 WWAN 사이의 핸드오프가 권고될 수 있다.

이동 디바이

스는 또한 이동 디바이스에서 수신되는 복수의 비컨들과 연관되는 타임 스탬프 (time stamp) 를 생성하도록 구
성된 WLAN 컴포넌트를 포함할 수 있다.
포함될 수 있다.

WLAN 컴포넌트에 커플링되는 WWAN 컴포넌트가 또한 이동 디바이스에

WWAN 컴포넌트는 WWAN 에 대해 WLAN 컴포넌트에서 수신되는 비컨들의 타이밍을 나타내는

신호들을 생성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17>

또 다른 구성에 따르면 시간-기반 정보를 통해 네트워크 통신을 개선하는 장치가 제공된다.

이 장치는 적어

도 하나의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수신되는 복수의 비컨 (beacon) 들과 연관되는 타임 스탬프 (time stamp) 를 생
성하기 위한 수단, 및 수신되는 복수의 비컨들과 연관되는 타임 스탬프들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기초하여, 제 2
액세스 포인트로 스위칭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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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스케줄을 관리하여, 상기 네트워크 통신 개선 장치의 애플리케이션을 수용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18>

또 다른 양태에 따르면 컴퓨터-실행가능 명령어들이 저장된 컴퓨터-판독가능 매체가 제공된다.

매체는 하나

이상의 액세스 포인트들로부터 비컨 (beacon) 정보를 수신하고,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기능성을 이
용하여 상기 비컨 정보와 도착 타임-스탬프 (time-stamp) 를 연관시키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매체는 또한

타임-스탬핑된 비컨 정보를 이용하여, WWAN, WLAN, 또는 WPAN 사이의 핸드오프 관리 스케줄을 결정할 수 있다.
<19>

또 다른 양태는 WWAN 과 WLAN 사이의 무결절성 스위칭을 위한 명령어들을 실행하는 프로세서이다.

이 명령

어들은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비컨 (beacon) 을 수신하는 것, 상기 비컨과 수신 시간을 연관하는 것, 그리고 비
컨 품질 레벨을 검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연관된 비컨 수신 시간을 갖는 비컨 품질 레벨이 관리 시스템으로

송신될 수 있고, 상기 송신된 비컨 품질 레벨 및 상기 연관된 비컨 수신 시간에 응답하여, 상기 관리 시스템으
로부터 수신되는 정보에 기초하여 WWAN 과 WLAN 사이에서 스위칭할지를 결정이 생성될 수 있다.
<20>

상술한 목적 및 관련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하나 이상의 실시형태는 이하에서 충분히 설명되며 특히 청구범위에
서 지적되는 구성을 포함한다.
상세히 전개한다.

이하의 설명 및 첨부된 도면은 하나 이상의 실시형태의 특정 설명적 양태를

그러나 이 양태들은 다양한 실시형태의 원리가 채용될 수도 있는 다양한 방식들 중 몇몇

만을 나타내며, 설명되는 실시형태들은 이러한 실시형태들의 모든 이러한 양태들 및 그 등가물을 포함하려는 의
도이다.
<21>

도면의 간단한 설명

<22>

도 1 은 여기에 제시되는 다양한 실시형태에 따른 무선 통신 시스템을 도시한다.

<23>

도 2 는 하나 이상의 실시형태에 따른 다중 액세스 무선 통신 시스템의 도면이다.

<24>

도 3 은 이동 디바이스의 일 실시형태의 블록도이다.

<25>

도 4 는 이동 디바이스가 연결되어야 하는 네트워크의 타입을 결정하는 방법론을 도시한다.

<26>

도 5 는 이동 디바이스의 다른 실시형태의 단순화된 블록도이다.

<27>

도 6 은 GPS 기능성 컴포넌트를 이용하는 이동 디바이스의 사용자로부터 수신된 콜 (call) 의 위치를 선정하는
방법론을 도시한다.

<28>

도 7 은 GPS 수신기를 이용하지 않는 무선 디바이스 (예를 들면, 이동 전화기) 의 위치를 선정하는 다른 방법론
을 도시한다.

<29>

도 8 은 WWAN, WLAN, 및/또는 WPAN 네트워크 내의 액세스 포인트를 이용하는 방법론을 도시한다.

<30>

도 9 는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이동 디바이스를 WWAN 과 WLAN/WPAN 사이에서 무결절성으로 스위칭하는 방법론을
도시한다.

<31>

도 10 은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이동 디바이스의 서비스(들)를 자동적으로 개선 (enhance) 하는 방법론의 다른
실시형태를 도시한다.

<32>

도 11 은 이용가능한 액세스 포인트가 없는 상황에서 애드혹 (ad-hoc)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방법론을 도시한다.

<33>

도 12 는 WLAN 및 WWAN 기술을 이용하여 구축될 수 있는 예시적인 자기-구성 (self-configuring) 애드혹 네트워
크를 도시한다.

<34>

도 13 은 WLAN 및 WWAN 기술을 이용하여 자기-구성 애드혹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론을 도시한다.

<35>

도 14 는 WWAN 제어 채널을 통해 이웃 목록을 초기화하여 액세스 단말기들의 동기화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론을
도시한다.

<36>

도 15 는 WLAN 네트워크에서의 P2P (peer-to-peer) 통신을 도시한다.

<37>

도 16 은 IBSS (Independent Basic Service Set) 네트워크에서 등록 및/또는 인증을 위한 방법론을 도시한다.

<38>

도 17 은 예시적인 애드혹 그물형 네트워크를 도시한다.

<39>

도 18 은 여기에서 제시되는 하나 이상의 실시형태에 따라 무선 통신 환경에서 다중 통신 프로토콜 간의 통신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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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도 19 는 다양한 양태에 따라 무선 통신 환경에서 통신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도시한다.

<41>

도 20 은 여기에서 설명되는 다양한 시스템 및 방법과 함께 채용될 수 있는 무선 통신 환경을 도시한다.

<42>
<43>

상세한 설명
다양한 실시형태가 도면을 참조하여 이하 설명된다.

이하의 설명에서, 설명의 목적에서, 다수의 특정 상세

가 하나 이상의 양태의 완전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전개된다.
상세가 없이 실시될 수도 있음은 명백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시형태(들)은 이들 특정

다른 예시에서, 공지된 구조 및 디바이스가, 이들 실시형

태의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블록도의 형태로 도시된다.
<44>

본 출원에서 사용되는, "컴포넌트", "시스템" 등은 컴퓨터-관련 엔티티, 하드웨어, 펌웨어, 하드웨어와 소프트
웨어의 조합, 소프트웨어, 또는 실행중인 소프트웨어 중 어느 하나를 지칭하도록 의도된다.

예를 들어, 컴

포넌트는, 프로세서에서 실행되는 프로세스, 프로세서, 객체, 실행가능성 (excutable), 실행 스레드 (thread),
프로그램, 및/또는 컴퓨터일 수도 있지만, 이들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되는 애플리케이션 및 컴퓨팅 디바이스 모두 컴포넌트일 수 있다.

예시로서, 컴퓨팅 디바이스에서 실행
하나 이상의 컴포넌트가 프로세스 및/또

는 실행 스레드 내부에 상주할 수 있고, 컴포넌트는 하나의 컴퓨터에 집중될 수도 있고/있거나 2 개 이상의 컴
퓨터 사이에서 분산될 수도 있다.
판독가능 매체로부터 실행될 수 있다.

추가로, 이들 컴포넌트는, 다양한 데이터 구조가 저장된 다양한 컴퓨터
이들 컴포넌트는, 하나 이상의 데이터 패킷 (예를 들면, 신호에 의해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에 걸쳐 다른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고/하거나 로컬 시스템에서 또 다른컴포넌트와 상호작
용하는 하나의 컴포넌트로부터의 데이터) 을 갖는 신호에 따라는 것과 같이 로컬 및/또는 원격의 프로세스 수단
에 의해 통신할 수도 있다.
<45>

개시된 실시형태는, 채용되는 통신 프로토콜 또는 네트워크를 동적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양한 발견적
및/또는 추론 (inference) 방식 및/또는 기술을 통합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용어

"추론" 은 일반적으로, 이벤트 및/또는 데이터를 통해 포착되는 것과 같은 관찰의 세트로부터 시스템, 환경, 및
/또는 사용자의 상태를 추론 또는 추리하는 프로세스를 지칭한다.

추론은 특정 정황 또는 동작을 식별하도

록 채용될 수 있으며, 또는 예를 들면, 상태에 대한 확률 분포를 생성할 수 있다.

추론은, 확률적인 것

(probabilistic) 일 수 있다, 즉 데이터 및 이벤트의 고려에 기초하여 관심 있는 상태에 대한 확률 분포의 계산
일 수 있다.

추론은 또한 이벤트 및/또는 데이터의 세트로부터의 상위 레벨의 이벤트를 구성하도록 채용되

는 기술을 지칭한다.

이러한 추론은, 관찰된 이벤트 및/또는 저장된 이벤트 데이터의 세트로부터 새로운 이

벤트 또는 동작의 구조, 이벤트가 시간상 밀접하게 상관되는지 여부, 및 이벤트 및 데이터가 하나 또는 복수의
이벤트 및 데이터 소스로부터 비롯되는지 여부를 도출한다.
<46>

따라서, 여기에서 설명되는 실시형태에 따라, 사용자가 상이한 통신 영역 내부 또는 외부로 자동적으로 쉬프트
(shift) 될 수 있다는 것이 고려된다.

자동 실행 (action) (예를 들면, 통신 세션동안 WWAN 에서 WLAN 으

로 사용자를 무결절성으로 전이하는 것) 은, 통신 세션뿐 아니라 제 3 의 통신, 수동/백그라운드 통신, 및 업커
밍 (upcoming) 세션의 처리에 대한 사용자의 의도를 추론하는 기능으로서 취해질 수 있다.

자동 실행을 취

하는 것과 관련하여, 머신 학습 (machine learning) 기술은, 자동 실행의 수행을 용이하도록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유틸리티 기반 분석 (예를 들어, 정확한 자동 실행을 취하는 이득 대 부정확한 자동 실행을 취하는 이
득의 팩터링 (factoring)) 은 자동 실행을 수행하는 것에 통합될 수 있다.

더욱 상세하게는, 이 인공 지능

(AI) 기반 양태는 임의의 적합한 머신 학습 기반 기술 및/또는 통계-기반 기술 및/또는 확률-기반 기술로서 구
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문가 시스템, 퍼지 이론, 지원 벡터 머신, 그리디 (greedy) 검색 알고리즘, 룰

-기반 (rule-based) 시스템, Bayesian 모델 (예를 들면, Bayesian 네트워크), 신경망, 다른 비-선형 트레이닝
기술, 데이터 융합 (fusion), 유틸리티-기반 분석 시스템, Bayesian 모델을 채용하는 시스템 등의 사용이, 여기
에 첨부된 청구범위의 범위로 포함되도록 고려되며 의도된다.
<47>

또한, 다양한 실시형태가 가입자국 (subscriber station) 과 관련하여 여기에서 설명된다.

가입자국은 또한

시스템, 가입자 유닛, 이동국, 이동체, 원격국, 액세스 포인트, 기지국, 원격 단말기, 액세스 단말기, 사용자
단말기, 사용자 에이전트, 또는 사용자 장비로 지칭될 수 있다.

가입자국은 셀룰러 전화기, 무선 전화기,

SIP (Session Initiation Protocol) 전화기, 무선 기입자 회선 (WLL) 국, 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
무선 연결 기능성을 갖는 휴대용 디바이스, 또는 무선 모뎀에 연결되는 다른 프로세싱 디바이스일 수도 있다.
<48>

또한, 여기에 설명되는 다양한 양태 또는 특징이 방법, 장치, 또는 표준 프로그램 및/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을
사용하는 제품 (article of manufacture) 으로서 구현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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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가능 디바이스, 캐리어, 또는 매체로부터 연결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자기 저장 디바이스 (예를 들면, 하드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자기 스트립 등), 광 디
스크 (예를 들면, CD (compact disk), DVD (digital versatile disk) 등), 스마트 카드, 및 플래시 메모리 디
바이스 (예를 들면, 카드, 스틱, 키 드라이브) 등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들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49>

이제 도면을 참조하면, 도 1 은 여기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실시형태에 따른 무선 통신 시스템 (100) 을 도시한
다.

시스템 (100) 은, 서로 및/또는 하나 이상의 이동 디바이스 (104) 로 무선 통신 신호를 수신, 송신, 중

계 등을 하는 하나 이상의 액세스 포인트(들) (102) 을 포함할 수 있다.

액세스 포인트(들) (102) 은 무선

시스템 (100) 과 유선 네트워크 (미도시) 간의 인터페이스를 나타낼 수 있다.
<50>

각각의 액세스 포인트 (102) 는, 각각이 신호 송신 및 수신에 연관되는 복수의 컴포넌트 (예를 들면, 프로세서,
변조기, 다중화기, 복조기, 역다중화기, 안테나 등) 를 교대로 포함할 수 있는, 송신기 체인 및 수신기 체인을
포함할 수 있다.

이동 디바이스 (104) 는, 예를 들어, 셀룰러 전화기, 스마트폰, 랩톱, 휴대용 통신 다바이

스, 휴대용 컴퓨팅 디바이스, 위성 라디오,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PDA, 및/또는 무선 시스템
(100) 을 통해 통신하는 다른 적합한 디바이스일 수 있다.

무선 시스템 (100) 에서, 액세스 포인트 (102)

로부터의 작은 데이터 패킷 (비컨 (beacon) 으로 통상 지칭됨) 의 주기적 송신은, 무선 시스템 (100) 의 프레즌
스 (presence) 를 알리고, 시스템 (100) 정보를 송신할 수 있다.

이동 디바이스 (104) 는 비컨을 감지하고,

액세스 포인트 (102) 및/또는 다른 이동 디바이스 (104) 로의 무선 연결을 확립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51>

시스템 (100) 은, 이동 디바이스 (104) 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이용가능한 네트워크 및 프로토콜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및/또는 프로토콜을 통해 무결절성 전이를 용이하게 한다.

시스템

(100) 은 또한, 사용자뿐 아니라 네트워크의 다른 사용자들의 데이터 사용 또는 현재 위치에 주어진 최상의 네
트워크 및/또는 프로토콜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사용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한다.
<52>

이동 디바이스 (104) 에 위치되는 컴포넌트는 하나 이상의 액세스 포인트 (102) 와 함께 동작하여, 각각의 네트
워크에 어느 사용자가 있는지의 모니터링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이는 이동 디바이스 (104) 와 연관된 GPS 컴
포넌트 및/또는 WWAN 컴포넌트를 통해 용이해질 수 있다.

대안적으로 또는 추가로, 위치 정보는, WLAN 액세

스 포인트로부터, GPS 또는 다른 위치 컴포넌트(들)을 포함하지 않는 이동 디바이스와 연관되는 WLAN 컴포넌트
로 제공될 수 있다.

위치 정보는, (비컨의 수신 및 송신을 포함하여) 액세스 포인트 (104) 와 통신하거나

근접하는 GPS 또는 WAN 가능 다중-모드 액세스 단말기(들)를 통해 획득되는 위치 정보를 통해 위치 선정 능력
(local capability) 을 갖지 않는 이동 디바이스(들)로 제공될 수 있다.
<53>

위치 정보는, 어느 사용자가 제 2 네트워크로의 투명한 핸드오프를 갖는데 가장 적합한지를 예측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야외 쇼핑몰에서 사용자는 일반 광대역 네트워크에 연결된 이동 디바이스 (104) 를 사

용하고 있을 수 있다.

이동 디바이스 (104) 는, 사용자가 특정 상인에게 접근함에 따라, 블루투스, 협대역

등으로 무결절성으로 스위칭할 수 있다.

이동 디바이스가 스위칭된 네트워크는, 사용자가 이동 디바이스

(104) 에 대해 푸시 (push) 되거나 풀 (pull) 되기 원하는 콘텐츠의 기능일 수 있다.
<54>

상인 네트워크가 쇼핑몰의 다이나믹스로 인해 오버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 디바이스 (104) 는 사용자로부터
의 상호작용 없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상인 네트워크들 사이를 무결절성으로 스위칭할 수 있다.

시스템

(100) 은 네트워크로 하여금 서로 협동하고, 이동 디바이스 (104) 를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핸
드오프하도록 한다.

이는, 디바이스로 푸시/풀되는 원하는 콘텐츠 및 사용자의 위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GPS 컴포넌트를 이용하여 달성될 수 있다.
<55>

도 2 는 하나 이상의 실시형태에 따른 다중 액세스 무선 통신 시스템의 예시이다.
(LAN) 와 연결된 WLAN 을 포함하는 시스템 (200) 이 도시되어 있다.
(104) 와 통신할 수 있다.
다.

유선 근거리 네트워크

액세스 포인트 (102) 는 이동 디바이스

액세스 포인트 (102) 는 LAN 에 대한 이더넷 허브 또는 스위치 (202) 와 연결된

이더넷 허브 (202) 는, PC, 주변 디바이스 (예를 들면, 팩시밀리 머신, 복사기, 프린터, 스캐너 등),

서버 등을 포함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전자 디바이스 (204) 에 연결될 수도 있다.
데이터 패킷을, 모뎀 (208) 으로 송신하는 라우터 (206) 로 연결될 수 있다.
인터넷과 같은 원거리 네트워크 (WAN; 210) 로 송신할 수 있다.
구성을 도시한다.

이더넷 허브 (202) 는,

모뎀 (208) 은 데이터 패킷을

시스템 (200) 은 단일의, 단순한 네트워크

대안적인 전자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시스템 (200) 의 다수의 추가적인 구성이 가능하다.

시스템 (200) 은 LAN 을 참조하여 도시되고 설명되었지만, 시스템 (200) 은 개별적으로 또는 동시에 WWAN 및
/또는 WPAN 을 포함하는 다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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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시스템 (200) 은, 이동 디바이스 (104) 로 하여금, 이동 디바이스 (104) 에 의해 현재 이용되는 액세스 포인트
와 시스템 (200) 과 연관된 액세스 포인트 (102) 사이에서 무결절성으로 스위칭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액세스 포인트 (102) 및 액세스 포인트 (102) 에 의해 지원되는 네트워크로의 이동은, 이동 디바이스
(104) 의 사용자에게 기능성 다음의 탐색 (sought) 을 제공하도록 선택될 수 있고, 이동 디바이스 (104) 의 위
치 선정 기능 또는 사용자가 이동 디바이스 (104) 로 액세스 또는 업로드하기를 원하는 데이터일 수 있다.
제한이 아닌 예시로서, 무선 디바이스는 전자 디바이스(들) (204) 로 커플링되어, 전자 디바이스(들) (204) 을
통해 이용가능한 WWAN 및/또는 WLAN 기능성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전이는 사용자에 의해 개시되거나 시

스템 (200) 에 의해 자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57>

도 3 은 이동 디바이스 (300) 의 일 실시형태의 단순화된 블록도이다.

이동 디바이스 (300) 는 WWAN (예를

들면, 확산-스펙트럼 기법을 이용하는 기술인 코드 분할 다중 액세스 (CDMA)), WLAN (예를 들면, IEEE 802.11),
및/또는 관련 기술을 포함할 수 있다.
기로서 이용될 수 있다.

이동 디바이스 (300) 는 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전화

VoIP 는 인터넷 및/또는 IP 네트워크를 통한 음성 전화 대화의 송신을 포함한다.

VoIP 는, 가정에서 또는, 이동 디바이스가 VoIP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대역 (broadband) 네트워크에 연결된
무선 액세스 포인트 (WAP) 의 근방에 있는 경우 이동 디바이스 (300) 에 의해 이용될 수 있다.

다른 상황에

서, 이동 디바이스 (300) 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통상의 무선 이동 전화기로서 작동할 수 있다.
<58>

일 실시형태에서, WWAN 기능성을 제공하는 WWAN 컴포넌트 (302) 및 WLAN 기능성을 제공하는 WLAN 컴포넌트
(304) 는 함께 위치되며, 버스 (306) 또는 다른 구조 또는 디바이스를 통해 송수신기 (308) 와 통신할 수 있다.
개시된 실시형태에서 버스 외에 다른 통신 수단이 이용될 수 있음이 이해되어야 한다.

송수신기 (308)

는 하나 이상의 안테나 (310) 에 커플링되어, 이동 디바이스 (300) 에 의한 송신 및/또는 수신을 허용한다.
WLAN 컴포넌트 (304) 는 통신을 위해 송수신기 (308) 로 제공되는 음성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일 실시

형태에서, WWAN 기능성 컴포넌트 (302) 및/또는 WLAN 기능성 컴포넌트 (304) 는 이동 디바이스 (300) 의 프로세
서에 포함될 수 있다.
수 있다.

다른 실시형태에서, WWAN 기능성 및 WLAN 기능성은 별개의 집적 회로에 의해 제공될

또 다른 실시형태에서, WWAN 기능성 및 WLAN 기능성은 이들 모두에 의해 이용되는 기능성을 포함

하는 하나 이상의 집적 회로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이동 디바이스 (300) 는 원거리 (WWAN) 및 근거리

(WLAN 및 WPAN) 에 대한 연결성 선택기능 (option) 을 갖추어, 서비스와 사용자 경험의 풍부한 조합을
허용한다.
<59>

WLAN 기능성 컴포넌트 (304) 는 선택적 WPAN 기능성 컴포넌트 (312) 를 포함할 수 있다.

이동 디바이스

(300) 는, 이동 디바이스의 기능에 관련된 하나 이상의 기준에 기초하여, WWAN 또는 WLAN 및 WPAN 중 하나 또는
동시에 이들 모두와 연결할 수 있다.

기준은 이동 디바이스의 메모리에 저장될 수 있고, 프로세서는 저장된

기준에 기초하여 네트워크를 분석할 수 있다.

이들 기준 및 관련 연결 결정은, 이동 디바이스가 연결해야

하는 네트워크의 타입을 결정하는 방법론 (400) 을 도시하는 도 4 를 참조하여 설명된다.

설명의 단순성의

목적에서, 이들 방법론에 따라 일부 동작이 본 명세서에 기재 및 설명된 동작과 상이한 순서로 및/또는 다른 동
작과 동시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방법론은 동작의 순서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되어야 한
다.

예를 들어, 당업자는, 대안적으로, 상태도와 같이, 일련의 상호관련된 상태 또는 이벤트로서 방법론이

나타내질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모든 도시된 동작이 이하의 방법론을 구현하는데 요구되

지 않을 수도 있다.
<60>

방법은 단계 (402) 에서 이동 디바이스에 의한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 요청으로 시작된다.
WWAN, WLAN, 및/또는 WPAN 일 수 있다.

네트워크는

단계 (404) 에서, 요청이 송신된 경우, 네트워크(들)과 연관된 하나

이상의 액세스 포인트가 이 요청을 수신하고, 각각의 네트워크의 특성을 포함할 수 있는 네트워크 정보로 응답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동 디바이스는 네트워크 타입 정보, 대역폭 정보, 서비스 가격, 이용가능한 애플

리케이션, 신호 세기, 식별된 액세스 포인트의 수 등을 수신할 수 있다.
<61>

네트워크 정보를 수신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단계 (406) 에서, 이동 디바이스는 특정 기준을 분석하여, 어떤
네트워크 연결이 이동 디바이스의 사용자에게 최상의 결과를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준은, 이동 디바이스에 의해 이용되는 애플리케이션(들) 또는 이동 디바이스로 다운로드되는 애플리케이션의
대역폭 필요에 기초하여 이동 디바이스에게 이용가능한 대역폭을 포함할 수 있다.

다른 실시형태에서, 기준

은 WWAN 및/또는 WLAN 의 이동 디바이스의 사용자에 대한 비용 (예를 들면, 최저 비용 서비스 제공자) 일 수 있
다.
수 있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서, 결정은 WWAN 및/또는 WLAN 을 사용하여 이용가능한 애플리케이션(들)에 기초할
추가적인 실시형태에서, 기준은 (예를 들면, WWAN 및/또는 WLAN 에 대한 식별된 액세스 포인트의

수 또는 신호 세기에 기초하여) 그 현재 위치에서 이동 디바이스에 대해 이용가능한 최상의 커버리지일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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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다른 실시형태는 하나 이상의 상기-식별된 기준뿐 아니라 이동 디바이스의 사용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

에 의해 정의될 수 있는 다른 기준을 조합할 수 있다.

기준은 WWAN 기능성 컴포넌트, WLAN 기능성

컴포넌트, WWAN 기능성 컴포먼트 및 WLAN 기능성 컴포먼트 모두, 또는 이동 디바이스에 상주하는 다른 제어기에
포함될 수 있다.
<62>

단계 (406) 에서 분석된 기준에 기초하여, 이동 디바이스는, 단계 (408) 에서, WWAN 또는 WLAN 및 WPAN 에 각각
연결할 수 있다.
있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서, 이동 디바이스는 WWAN 및 WLAN 및 WPAN 에 동시에 모두 연결할 수

별개로 연결할 것인지 또는 동시에 연결할 것인지의 결정은, 분석된 기준 및 하나 이상의 기분을 충

족시킬 수 있는 최상의 연결에 기초한다.
<63>

WWAN 과 WLAN (및 WPAN) 간의 연동은 다중 무선 네트워킹 제공자, 다중 서비스 제공자 및 위치에 의한 이용가능
연결성 선택기능성의 데이터베이스 또는 다른 이종의 네트워크 토폴로지 (topology) 를 포함할 수 있다.

예

를 들면, WWAN 서비스 제공자는, WLAN 및/또는 WPAN 기능성에 대한 사설 엔티티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새로운 액세스 포인트 (예를 들면, 개인 회사 또는 유사한 것에 의해 제공되는 액세스 포인트) 가 추가됨
에 따라, 위치에 의해 이용가능한 네트워킹 및 서비스의 최근 데이터베이스를 보존할 수도 있다.

또한, 일

정 실시형태에서,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확립되는 것이 아닌 WLAN 및/또는 WPAN 다중-홉 메쉬의 프레즌스를 활
용함으로써 WWAN 은 그 연결성을 확장할 수 있다.
작은 노드가 설치될 수 있다.
다.

다중-홉 메쉬 네트워크에서, 단순히 라우터로서 동작하는

각 노드는 그 후 다른 인접 노드에 도달할 수 있는 낮은 전력 신호를 송신한

이 인접한 노드들은 인접한 다른 노드로 송신한다.

이 프로세스는, 데이터가 그 최종 목적지로 도

달할 때까지 반복될 수 있다.
<64>

이동 디바이스에서 이 기술들의 조합은 각각의 기술 (WWAN, WLAN, 및/또는 WPAN) 로부터 개별적으로는 이용가능
하지 않는 새로운 타입의 사용 모델 및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생성된 이 애플리케이션은 다수의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WWAN 과 WLAN 기술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예를 들면, 이 기술은 위치-기반 서비스, 타이

밍 기반 서비스, 및/또는 토폴로지 기반 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다.

위치 기반 서비스는, 이러한 비상사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동 디바이스 사용자의 위치가 확정될 필요가 있는 비상사태 상황을 포함할 수 있지
만, 여기에 설명된 실시형태는 비상사태 서비스로 제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동 디바이스의 사용자

(최종 사용자) 는 위치 기반 빌링 (billing) 서비스를 원할 수도 있다.
의존하여 상이한 레이트로 사용자에게 빌링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 서비스 타입은 사용자의 위치에
예를 들어, 사용자는, 사용자가 가정에

있는 경우 하나의 레이트를, 그리고 사용자가 사무실 (또는 다른 일터) 또는 인터넷 키오스크 (kiosk) 또는 카
페에 있는 경우 상이한 레이트를 가질 수 있다.

다른 실시형태에서, 위치 정보는 이동 디바이스로 다운로드

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이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사용자가 상이한 멀

티미디어 콘텐츠가 제공될 수 있는 운동 경기장에 있는지 또는 쇼핑몰에 있는지에 기초하는 위치 의존적일 수
있다.
<65>

이제 도 5 를 참조하면, 도 5 는 이동 디바이스 (500) 의 다른 실시형태의 단순화된 블록도이다.

일 실시형

태에서, WWAN 기능성을 제공하는 WWAN 컴포넌트 (502) 및 WLAN 기능성을 제공하는 WLAN 컴포넌트 (504) 가 이동
디바이스 (500) 내에 위치되고, 버스 (506) 또는 다른 구조 또는 디바이스를 통해 송수신기 (508) 와 통신할 수
있다.

송수신기 (508) 는 하나 이상의 안테나 (510) 로 커플링되어, 이동 디바이스 (500) 에 의한 송신 및

수신을 허용한다.

WLAN 기능성 컴포넌트 (504) 는 선택적 WPAN 기능성 컴포넌트 (512) 를 포함할 수 있다.

추가로, GPS 기능성 컴포넌트 (514) 가 제공되어, 포지션 및/또는 타이밍 기반 기능성을 허용할 수 있다.
포지션 또는 위치 정보 및 타이밍 기반 기능성을 이용하는 복수의 애플리케이션이 제공될 수 있다.
<66>

예를 들어, 소매상 몰 또는 쇼핑 센터 (실내 및/또는 실외) 에서, 소매상 시설 (retail establishment) 은 동일
또는 상이한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보존되는 액세스 포인트를 가질 수도 있다.
행함에 따라, 상이한 액세스 포인트가 동시에 사용자를 픽업할 수도 있다.

사용자가 이 몰의 주변을 보
소매상 시설의 위치 때문에 WLAN

들의 일정 오버랩이 존재할 수도 있으므로, 사용자의 정확한 또는 근사한 위치는 GPS 컴포넌트 또는 다른 위치
선정 수단을 통해 확립될 수 있다.

사용자가 뮤직 스토어 또는 비디오 키오스크 등에 가까운 경우, 사용자

는 소매상 시설로부터 영화 또는 음악을 구매하라는 오퍼 (offer) 를 수신할 수 있다.

시스템이 사용자의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소매상 시설은 사용자의 위치를 이용함으로써 이 오퍼를 추천할 수 있다.

오퍼는

또한, 내부적으로 이동 디바이스에서 또는 외부적으로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사용자에 의해 종전에 확립된 사
용자 선호도에 기초할 수 있다.

사용자는 오퍼를 이용할지 또는 오퍼를 거절할지 선택할 수 있다.

사용

자 선호도가 알려진 경우, 특정 소매상 시설은 사용자에게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저지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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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이 이해될 것이다.
<67>

예를 들면, 사용자가 영화를 다운로드받기로 선택한 경우, 사용자는 WAN 에 액세스하고, 신용 카드 및/또는 사
전에-개설된 지불 방식 (예를 들면, e-지갑) 으로 영화에 대해 지불할 수 있다.

지불 확정 이후, 사용자는

그 특정 영화를 소유하는데 연관되는 권리, 관리, 및 다른 특징과 함께 선택한 영화를 수신할 수 있다.
이한 네트워크가 그 권리 및 콘텐츠를 전달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체가 WLAN 을 통해 액세스되는 동안 WWAN 을 사용하여 전달될 수도 있다.
는 요건에 따라, WLAN 또는 WWAN 을 통해 액세스될 수 있다.
WLAN 을 통해 이동 디바이스로 다운로드될 수 있다.

상

일 시나리오에서, 권리는, 콘텐츠 자
실제 서비스 (예를 들면, 영화)

예를 들면, DVD 는, 데이터 스루풋 때문에

어떤 기능성을 데이터를 업로드하는데 이용할 지의 결

정은, WWAN 기능성을 제공하는 WWAN 컴포넌트, WLAN 기능성을 제공하는 WLAN 컴포넌트, 또는 WWAN 컴포넌트 및
WLAN 컴포넌트 모두의 조합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결정은 또한 이동 디바이스와 연관된 제어기 또는 프로

세서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68>

도 6 은 GPS 기능성 컴포넌트를 이용하는 이동 디바이스의 사용자로부터 수신된 콜의 위치를 선정하는 방법론
(600) 을 도시한다.
다.

이 방법은 이동 디바이스의 사용자에 의해 콜이 개시되는 경우 단계 (602) 에서 시작한

이 콜은 비상사태 전화 콜 (예를 들면, 911 콜) 일 수 있으며 또는 비상사태가 아닌 콜일 수 있다.

일 실시형태에서, 단계 (602) 에서, 콜이 개시되는 경우, 세션 개시 프로토콜 (SIP) 기반 시그널링 메시지가
GPS 기능성 컴포넌트에 의해 제공되는 위치 정보를 운반할 수 있다.

SIP 는, 인터넷 회의, 전화, 이벤트 통

지, 비디오, 인스턴트 메시징, 온라인 게임, 및/또는 가상 현실과 같은 선택적 멀티미디어 구성요소를 포함할
수 있는 대화형 사용자 세션을 개시, 수정, 종료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시그널링 프로토콜이다.
에서, 위치 정보는 예를 들면, VoIP 콜 에이전트로 운반될 수 있다.

따라서, 비상사태 상황이 발생하는 경

우, VoIP 콜 에이전트는 위치 정보를 갖고, 발신자의 위치를 알게 된다.
트는 이 정보를 적절한 기관에게 공급할 수 있다.

단계 (604)

단계 (606) 에서, VoIP 콜 에이전

이는 발신자가 바신 위치를 모르는 경우 및/또는 콜 수신

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유용하다.
<69>

다른 실시형태에서, 콜은 사용자의 홈 네트워크/WLAN 의 커버리지 영역 외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WLAN AP 가 사용자의 홈 내에 위치될 수도 있고, 사용자는 이러한 사용자의 뒤뜰에서 이동 전화기를 통해
통화할 수도 있다.

통화하면서, 사용자는 주변을 보행하며 (의도적으로 및/또는 의도적이지 않게) 상이한

WLAN 에 의해 서비스되는 커버리지 영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다른 실시형태에서, 사용자는 이동 전화기

를 원격의 위치 (예를 들면, 친구 집, 친척 집, 학교) 로 가져갈 수도 있다.
<70>

다른 실시형태에서, 단계 (602) 에서, 콜이 개시된다.

이동 디바이스가 무선 액세스 포인트 (WAP) 를 통해

광대역 액세스를 갖는 위치에 있는 경우, 단계 (608) 에서, 이동 디바이스는 이러한 광대역 액세스를 이용한다.
단계 (610) 에서, 디바이스의 WWAN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획득된 위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송수신기를
통해, 콜 도중에, 이동 디바이스의 위치가 제공될 수 있다.

WLAN 기능성에 의해 생성된 음성 데이터가, 위

치 정보와 함께 전송되는 통신을 위해 송수신기로 제공될 수 있다.

이 방법론은, 예를 들면, 어린이가 핸드

셋을 사용하여 긴급사태 (또는 비-긴급사태) 콜을 할 수 있는 학교 또는 교육 기관에서 이용될 수 있다.

핸

드셋은 학교 및/또는 다른 시설에 의해 제공되는 광대역 액세스를 이용하여 사용자 (어린이) 의 위치를 선정하
고, 그 정보를 콜 수신자 (예를 들어, 경찰서, 소방서) 에게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 (또는 다른

사람) 이 위치 정보를 전달할 필요없이 이러한 어린이의 위치가 선정될 수 있다.
<71>

이제 도 7 을 참조하면, GPS 기능성을 제공하는 GPS 컴포넌트 또는 GPS 수신기를 이용하지 않는 무선 디바이스
(예를 들면, 이동 전화기) 의 위치를 선정하는 방법론 (700) 이 도시되어 있다.
WLAN 또는 WPAN 과 같은 단일 기능성을 갖는 단말기이다.
기는 일반적으로 내장된 GPS 기술을 이용하지 않는다.

단일 모드 액세스 단말기는

예를 들어, 가정에서 VoIP 를 취급하는 이동 전화
그러나, 일정 상황 (예를 들면, 비상상태) 에서, GPS

기술을 갖지 않는 이동 디바이스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할 수도 있다.

비록 사용자가 디바이

스를 상이한 장소 (예를 들면, 교육 기관, 친구의 집) 로 이동시켰기 때문에 디바이스가 가정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라도, 디바이스의 위치는 여전히 결정될 수 있다.

이 결정은 GPS 기술을 이용하지 않는 이동 디바이스

의 근방에 있는 다른 디바이스(들)의 공지된 장소에 기초할 수 있다.

이동 디바이스의 근방은 GPS 기술이

없는 이동 전화기에 의해 이용되는 액세스 포인트의 특정 지리적 영역 내의 액세스 포인트 및/또는 동일 액세스
포인트를 포함할 수도 있다.
<72>

단계 (702) 에서, GPS 기술이 없는 이동 디바이스의 사용자에 의해 콜이 개시되는 경우, 위치 결정이 시작된다.
이동 디바이스는 액세스 포인트에 접촉하여 콜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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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중 모드 디바이스(들) (예를 들면, WLAN, WPAN, 및/또는 GPS 기능성을 이용하는 것) 로부터 정보를 동시에
수신할 수 있다.

단계 (704) 에서, 이중 모드 디바이스(들)은, 제어 또는 관리 메시지를 통해 동작 모드

(인프라스트럭처 또는 애드혹) 에 의존하여 액세스 포인트 또는 다른 WLAN 국 (사용자 단말기) 으로 그 위치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단계 (706) 에서, 이중 액세스 단말기로부터의 위치 정보를 갖는 액세스 포인트는,

인프라스트럭처 네트워크에서 이 정보를 방송할 수 있다.
용자 단말기는 위치 관리에 이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단계 (708) 에서, 액세스 포인트 근방의 다른 사
단계 (710) 에서, VoIP 액세스 단말기는 위치 정보

를 사용하여 SIP 시그널링 메시지에 이 위치 정보를 나타낼 수 있다.

단계 (712) 에서, 위치 정보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위해 및/또는 이동 디바이스(들)에게 마케팅 및/또는 판매 메시지의 제공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실외 또는 실내 몰과 같이, 사용자가 소매 아웃렛인 경우, 위치 정보는 또한 이동 디바이스의 사용자

에게 특정 소매 정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점선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마케팅 및/또

는 광고는 선택적인 것으로, 개시된 실시형태에서 이용되지 않을 수도 있음이 이해되어야 한다.
<73>

사용자가, 사용자의 최후의 공지된 좌표인 특정 장소에서 빌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빌딩 내의 사용자의 위치
는 개략적으로 근사될 수 있다.

사용자가 빌딩에서 나오고 GPS 기능성 및/또는 다른 위치 선정 수단이 이용

되어 새로운 위치를 확립할 수 있을 때까지, 최후의 공지된 좌표는 액세스 단말기에 의해 래치 (latch) 되거나
보존될 수 있다.

사용자가 빌딩 또는 구조물에서 나온 경우, 액세스 단말기는 GPS 또는 다른 위치 선정 수

단을 통해 그의 현재 위치를 취득할 것이다.

추가로, 빌딩으로 들어가는 복수의 사용자가 존재할 수 있고,

각 사용자의 최후의 공지된 좌표가 결합되어 특정 액세스 포인트 (WLAN) 및/또는 기지국 (WAN) 에 대한 범위 결
정 (range determination) 을 구축할 수 있다.

액세스 포인트 (WLAN) 는 그의 위치를 기지국 (WAN) 에 대

해 및/또는 액세스 포인트로 위치 정보를 피드백하는 임의의 디바이스와 관련하여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액세스 포인트가 그 자신의 위치를 결정하는 수단을 갖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라도, 위치 정보는 그 액세
스 포인트를 액세스하는 이동 디바이스를 통해 제공된다.
<74>

도 8 은 WWAN, WLAN, 및/또는 WPAN 네트워크 내에서 액세스 포인트를 이용하는 방법론 (800) 을 도시한다.
WWAN 및 WLAN 및/또는 WPAN 기능성을 갖는 이동 디바이스는, 예를 들면, 그 이동 디바이스에 위치할 수 있는
GPS 수신기로부터 또는 WWAN 의 파일럿 시그널링을 통해 정확한 네트워크 타이밍을 수신할 수 있다.
이밍은 서비스 품질 (QoS) 및/또는 핸드오프 관리에 이용될 수 있다.

이 타

단계 (802) 에서, 핫 스폿 (hot spot)

의 근방 및/또는 영역의 이동 디바이스 또는 다수의 액세스 포인트는 하나의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비컨을 수신
할 수 있다.

단계 (804) 에서, 비컨 수신시, 내부 GPS 기능성을 이용하여 또는 WWAN 인터페이스를 통해 획

득되는 WWAN 타이밍에 관하여, 이동 디바이스는 비컨의 도착 시간을 타임 스탬핑할 (time stamp) 수 있다.
비컨 정보는 액세스 포인트 식별자, 액세스 포인트 위치, WLAN AP 에서의 현재 네트워크 부하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단계 (806) 에서, 스탬핑된 도착 시간 및 다른 정보는, 예를 들면 WWAN 링크를 통해, 이동 디바이스

에 의해 네트워크 관리 (NM) 시스템으로 전송될 수 있다.
액세스 포인트의 리스트를 보존한다.
될 수 있다.

단계 (808) 에서, NM 시스템은 도착 시간 및/또는

이 정보는 NM 시스템과 연관된 데이터베이스 또는 메모리에 의해 보존

WWAN 및/또는 WLAN 에 대한 NM 시스템은, 예를 들면, WLAN/WPAN 영역에서 검출된 액세스 포인

트, 액세스 포인트가 사용하는 채널 및/또는 이들의 비컨 송신 시간, 및 각각의 AP 의 현재 부하의 리스트를 보
존한다.
<75>

사용자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적절한 AP 및/또는 참가할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 있다.

단계 (810) 에서, NM 시스템은, 이동 디바이스가 연결할 수 있는 영역의 액세스 포인트의 리스팅을 이동 디바이
스로 전송할 수 있다.

단계 (808) 에서, 액세스 포인트 리스팅은 각각의 채널 및/또는 비컨 송신 시간 및

액세스 포인트에서의 현재 부하뿐 아니라 NM 시스템에 의해 수집되고 보존되는 다른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76>

다른 실시형태에서, 이동 디바이스 (예를 들면, 액세스 단말기) 는 비컨 시간에서 액세스 포인트 각각에 대해
조율 (tuning) 할 수 있고, 수신 채널 품질 정보 (예를 들면, SNR) 를 측정할 수 있다.
재 AP 와 현재 네트워크 및 다른 네트워크의 링크 품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이동 디바이스는 현
단계 (808) 에서,

이 정보는 NM 시스템에 전달될 수 있고, 다른 사용자에 대해 액세스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으로, WLAN/WPAN 에 대한 핸드오프 관리가 제공될 수 있다.

이런 방식

추가로 또는 대안적으로, 이 정보는 특정 시그

널링 및/또는 정보 구성요소 비컨을 통해 각각의 액세스 포인트에 의해 방송될 수 있다.

정보 구성요소 비

컨은 액세스 포인트 근방의 이동 디바이스(들)에 의해 이용되어 NM 시스템 또는 이웃 네트워크 정보를 갱신할
수 있다.
<77>

다른 실시형태에서, 위치 정보는, 도 9 의 방법론 (900) 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 디바이스를 WWAN 과
WLAN/WPAN 사이에서 무결절성으로 스위칭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단계 (902) 에서, 방법이 시작되며, 여기

에서 이동 디바이스의 위치 정보는 GPS 기능성 컴포넌트 또는 다른 위치 선정 수단 (예를 들면, 삼각측량, 근방

- 14 -

공개특허 10-2008-0034153
의 다른 디바이스의 위치 등) 을 통해 이용가능해질 수 있다.

단계 (904) 에서, WWAN 을 통해 이용가능한

신호 품질이 열악함을 나타내는 표시가 이동 디바이스로 전송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동 디바이스는, 특

정 대역폭 및/또는 신호 세기가 특정 기능을 수행하고/하거나 그 디바이스에 대한 특정 링크에 대해 서비스 품
질/요건을 충족시키는데 이용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고, 링크 상태가 이 요건 및/또는 품질 레벨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메시지가 이동 디바이스로 전송되고/되거나, 이동 디바이스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시스템 요건 (예를 들면, 대역폭, 신호 세기) 에 관한 정보는 이동 디바이스의 메모리에 저장될 수 있고, 하
나 이상의 디바이스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됨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 및/또는 사용자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에 기초
할 수도 있다.

이동 디바이스에 연관된 프로세서는 저장된 정보를 분석하고, 시스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디바이스는 현재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디바이스는 디바이스 요건을 충족시키는 네트워크를 검색할 수 있다.
<78>

예를 들어, 단계 (906) 에서, WLAN 기능성은 비컨을 검출하고, WLAN 액세스 포인트에서 이용가능한 신호 세기
및/또는 대역폭을 결정할 수 있다.

단계 (908) 에서, 이 정보는 WWAN 및/또는 WLAN 기능성 컴포넌트를

통해, 이동 디바이스에 의해 이용되어, 예를 들면, 대역폭 및/또는 신호 세기가 WWAN 에서보다 WLAN 에서 우수
한 경우 WWAN 으로부터 WLAN 으로 스위칭하는 결정을 수행할 수 있다.
으로 스위칭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이 정보는 또한 WLAN 으로부터 WWAN

WLAN 으로부터 WWAN 으로 및/또는 WWAN 으로부터 WLAN 으로의 전이는

무결절성이며, 이러한 디바이스의 사용자는 네트워크 타입의 스위칭이 있었는지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음이
이해되어야 한다.
<79>

다른 실시형태에서, 단계 (906) 에서 결정된 신호 세기 및/또는 대역폭이, 단계 (910) 에서 다른 디바이스로 커
플링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동 디바이스가 다른 디바이스와 연결성을 허용하는 경우, 이동

디바이스는 이 다른 디바이스로 커플링될 수 있다.
연결을 이용한다.

이런 방식으로, 이동 디바이스는 WLAN 을 통해 제공되는

제한이 아닌 예로서, 무선 디바이스는 컴퓨터로 커플링되어, 컴퓨터를 통해 이용가능한

WWAN 및/또는 WLAN 기능성을 이용할 수 있다.
<80>

도 10 은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이동 디바이스의 서비스(들)를 자동적으로 개선하는 방법론 (1000) 의 다른 실
시형태를 도시한다.

예를 들어, 비디오 전화 통화가 WWAN 을 통해 액세스 단말기에서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WWAN 에 대한 불충분한 대역폭을 통해, 비디오 및/또는 그래픽 해상도는 열등하거나 열등해질 수도
있다.

대안적으로 또는 추가로, 사용자는 사무실에서 회의를 시작할 수 있고, 회의 동안 다른 장소 (예를

들면, 가정, 커피숍, 도서관 등) 로 이동하기를 원할 수 있다.
발신자를 수용하도록 위치되는 상황을 포함한다.
또는 양방이 다른 위치로 이동할 수 있다.

이는 심야의 통화가 상이한 시간대에 있는

통화가 하나의 위치에서 시작될 수 있고, 대화동안 일방
통화는 사용자가 위치를 변경함에 따라 중단없이 계속될 수

있고, 이동 디바이스는, 이동 디바이스가 상이한 액세스 포인트 및/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함에 따라 무결절
성으로 인증될 수 있다.
<81>

단계 (1002) 에서, 이동 디바이스가 액세스 포인트 (예를 들면, WWAN 액세스 포인트) 에 인접하여 이동하는 경
우, 이동 디바이스의 GPS 컴포넌트 또는 다른 위치 선정 수단에 의해 제공되는 위치 정보는 네트워크 관리 (NM)
시스템으로 전송될 수 있다.

단계 (1004) 에서, NM 시스템은 액세스 단말기가 액세스 포인트를 검색하도록

하고, 그 영역 내 존재하는 WLAN AP, 그 동작 채널 및 비컨 타이밍에 대한 정보 및 다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단계 (1006) 에서, 액세스 단말기는 그 후 액세스 포인트를 검색하고 NM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비

컨 타이밍일 수 있는 그 비컨에 대해 고정 (lock) 할 수 있다.

단계 (1008) 에서, 예를 들면, 핸드오프가

수행되어 디바이스를 WWAN 으로부터 WLAN 으로 및/또는 WLAN 으로부터 WWAN 으로 스위칭할 수 있다.

WLAN

은 통상 광대역 네트워크에 연결되기 때문에, 콜 송신이 WLAN 으로 방향 전환 (redirect) 되는 경우 통화 품질
은 현저하게 개선될 수 있다.

비디오 및 그래픽 해상도는 크게 개선될 수 있고, 이동 디바이스 (예를 들면,

액세스 단말기) 는 컴퓨터 디스플레이로 접속되어 고-해상도 비디오 통화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개선된

성능 또는 액세스가 종전에 이용불가능했던 영역의 성능과 같은 개선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82>

선택적으로 또는 추가로, IEEE 802.11n WLAN 표준에서, 시간 기반 스케줄링이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액세스 포인트는, 액세스 단말기로의/단말기부터의 패킷의 송신 및/또는 수신에 대한 스케줄을 선언할 수 있다.
액세스 단말기는 소정의 시간에 패킷을 수신할 수 있고, 그 후 패킷 전송이 발생하는 시간에 패킷을 전송할
수 있다.

이 스케줄은 WWAN 시그널링 링크를 통해 NM 시스템에 의해 전달되고 조정될 수 있다.

NM 시스

템은 적절한 스케줄 정보와 함께 상이한 액세스 포인트로 상이한 액세스 단말기를 할당할 수 있다.
<83>

또 다른 실시형태에서, 특정 애플리케이션은 지터 요구의 요청을 가질 수 있고, 네트워크로부터의 타이밍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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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VoIP 에서, 지터는 패킷들 도착하는 간의 시간에서의 편차이며, 네트워크

정체, 타이밍 드리프트 및/또는 경로 변화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

이동 디바이스에서 이용가능한 정확한

타이밍이, 지터 요구를 갖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이용될 수 있다.
워크 클록으로부터 구동될 수 있다.

액세스 포인트 및 이동 디바이스는 네트

액세스 포인트가 정확한 클록을 갖지 않는 경우, 이동 디바이스는, GPS

기능성을 제공하는 GPS 컴포넌트를 통해서와 같이, 액세스 포인트로 타이밍을 제공할 수 있다.

액세스 포인

트는, 이중 모드가 아니고/아니거나 타이밍 기능성을 갖지 않는 액세스 단말기에 의해 이용가능한 이동 디바이
스로부터 수신된 이 타이밍을 생성할 수 있다.
<84>

또 다른 실시형태에서, WWAN 및 WLAN 기술이 이용되어 자기-구성 (self-configuring) 애드혹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애드혹 네트워크는 액세스 포인트를 이용하는 인프라스트럭처 모드에서 동작할 수 있고, 또는 액

세스 포인트 없이 이동국 (예를 들면, 이동 디바이스) 만을 포함하는 무선 네트워크, 또는 인프라스트럭처 모드
(액세스 포인트) 및 P2P 모드를 모두 이용하는 네트워크일 수 있다.

애드혹 네트워크는 또한 IBSS

(Independent Basic Service Set) 네트워크로서 지칭될 수 있다.
<85>

애드혹 네트워크는 애플리케이션 시나리오에 의존하여 상이한 속성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비상

사태 시나리오 (예를 들면, 재난) 에서, 상이한 기관 (예를 들면, 소방서, 경찰서, 경비회사 등) 이 상이한 주
파수를 이용하여, 최소 중단을 갖고 통신이 보존되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기관들은 효율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또는 서로 통신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다.

이중 모드 액세스 단

말기는, 비상사태 (또는 일상적인) 상황 동안 다수의 기관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저가 상용 (commercial) 시
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86>

이제 도 11 을 참조하면, 이용가능한 액세스 포인트가 없는 상황에서 애드혹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방법론
(1100) 이 도시되어 있다.
서 유리할 수 있다.

이는 예를 들면, 비상사태인 사람이 이중 모드 액세스 단말기를 갖는 빌딩 내에

이 방법은 단계 (1102) 에서 시작하며, 여기서 빌딩 또는 다른 닫힌 영역 내에 위치된

단말기가 WLAN 모드에 있다.

단말기에서 메시지가 개시되는 경우, 단말기는 이 단말기가 가진 모든 정보를

그 근방에 있는 액세스 단말기로 중계 (relay) 한다.

단계 (1104) 에서, 이 정보를 수신하는 각각의 단말

기는 이 단말기가 가진 (이 단말기 사용자 및 다른 단말기 모두로부터의) 정보를 각각의 근방 내의 단말기로 중
계한다.

단계 (1106) 에서, 단말기들 간의 이 정보의 중계는 IBSS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에서, 이 정보는, WWAN 연결을 또한 가질 수 있는, 액세스 단말기로 결국 나아간다.

단계 (1108)

따라서, 급변하는 비상

사태 환경에서 단순한 구현이 액세스 단말기에 대해 형성되어, 단말기의 사용자뿐 아니라 그 근방의 다른 액세
스 단말기로부터 수신하는 정보를 방송할 수 있다.

비록 이는 대역폭의 최적이 아닌 이용을 생성할 수 있지

만, 이는 또한 정보가 결국 빌딩 밖으로 송신되어 적절한 수신자에 의해 수신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중복성
(redundancy) 을 제공한다.
<87>

대안적인 실시형태에서, 단계 (1110) 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더욱 복잡한 구현이 경로 구축을 위해 개방형 최
단 경로 우선 (Open Shortest Path First; OSPF) 타입의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다.
트워크를 위해 개발된 내부 게이트웨이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OSPF 는 원래 IP 네

이 프로토콜은 라우터가 네트워크의 노드로

라우팅 정보를 전송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링크-상태 알고리즘 또는 최단 경로 우선 알고리즘에 기초한다.
각 노드로의 최단 경로는 노드를 포함하는 토포그래피 (topography) 에 기초하여 계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프로토콜은 수렴하는데 일정 시간을 소요할 것이며, 토폴로지가 계속 변하는 환경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도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88>

도 12 는 WLAN 및/또는 WWAN 기술을 이용하여 구축될 수 있는 예시적인 자기-구성 애드혹 네트워크 (1200) 를
도시한다.

예를 들어, 도심지역은, 높은 대역폭을 가져야 하지만 높은 이동성은 요구하지 않는 애플리케이

션에 대하여 WLAN 노드의 클러스터에 의해 서비스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WAN 으로의 (광)섬유 링크를 통

한 모든 LAN 노드로부터의 백홀 (backhauling) 트래픽은 고비용 제안이므로, 자기-구성 애드혹 네트워크는 덜
비싼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
<89>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 디바이스 (1202) 는 WLAN 노드들 (1204, 1206, 1208) 의 클러스터와 무선으로 통신할
수 있다.

몇몇 노드들 (1204, 1206) 은 유선 백홀 설비 (1210) 로 연결될 수 있고 동시에 다른 노드(들)

(1208) 은 (광)섬유 백홀 설비 (1210) 로 연결되지 않는다.

하나의 설비 (1210) 가 도시되고 있지만, 네트

워크는 2 이상의 설비를 포함할 수 있음이 이해되어야 한다.

WLAN 노드들 (1204, 1206, 1208) 은 이동 디바

이스 (1202) 및/또는 노드 (1208) 와 같은, 소스 노드로부터 노드들 (1204 및 1206) 과 같은, (광)섬유 송신 설
비에 의해 연결되는 노드로 트래픽을 중계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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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하나 이상의 노드가, 노드 (1208) 와 같이, 동시에 다중 WLAN 채널에서 동작하도록 구성되는 핫 스폿 노드일 수
있다.

채널들 (1212) 중 하나는 노드와 연관된 국으로부터 트래픽을 픽업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하나의 (또는 그 이상의) 채널 (1214) 이 중계 기능성을 수행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다른

대안적으로, 단일 채

널 (1216) 이 핫 스폿 노드 (1204) 와 연관될 수 있고, 단일 채널 (1216) 이 트래픽을 픽업하고 중계 기능성을
수행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91>

네트워크 토폴로지 구성, 상이한 노드로의 채널 할당, 및/또는 라우팅 결정 생성은, WLAN 노드들 (1204, 1206,
1208) 간의 제어, 조정, 통신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이 기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노드 (1206)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나 이상의 WLAN 노드는 내부에 설치된 WWAN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이중 기능성은 제어 목적으

로 이용될 수 있는 대역외 채널을 이용가능하게 한다.
<92>

네트워크 관리 (NM) 시스템 (1218) 은 애드혹 네트워크 (1200) 와 연관되어 최초 토포그래피를 생성할 수 있다.
NM 시스템은 또한 어느 채널 (1212, 1214, 1216) 을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다.

NM 시스템의 다른 기능은

노드들 (1204, 1206, 1208) 사이에서의 라우팅 결정일 수 있다.
<93>

제한이 아닌 예로서, 예를 들면, 제 1 액세스 포인트가 특정 시간 및 어떤 주파수에서 그 자원의 대부분을 사용
하고 또는 그 피크 (peak) 에 있는, WAN 을 통해, 핸드셋이 제공되거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제 1 액세

스 포인트의 근접한 상이한 액세스 포인트는, 상이한 시간 및/또는 상이한 주파수에서 그의 피크에 도달할 수도
있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제 1 액세스 포인트 및 제 2 액세스 포인트 모두에 대한 정보가 이미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핸드셋은 제 2 액세스 포인트에 의해 이용되는 채널 또는 주파수에 대해 연속하여 조율할 필요가
없다.

이런 방식으로, 핸드셋은 어느 쪽의 액세스 포인트의 비컨에 대해 언제 청취 및 조율할지를 알게 된

다.

이는 또한, 위치 및 타이밍 정보 모두를 이용하여 상이한 액세스 포인트 및/또는 주파수로 이동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94>

이제 도 13 을 참조하면, WLAN 및/또는 WWAN 기술을 이용하여, 도 12 를 참조하여 도시되고 설명된 것에 유사한
자기-구성 애드혹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론 (1300) 이 도시되어 있다.

이 방법은 단계 (1302) 에서 시작

되며, 여기서 각각의 노드는 WWAN 채널을 이용하여 그의 GPS 좌표를 표시하는데, 이는 NM 시스템으로 전달될 수
있다.

단계 (1304) 에서, 각 노드의 위치에 대한 지식을 갖는 NM 시스템은, 최초 토폴로지를 생성할 수 있

다.

토폴로지는 노드들 간의 풍부한 연결 및 노드로부터 (광)섬유에 의해 WAN 에 연결된 노드로의 다양한

경로를 달성하도록 설계된다.
수 있다.

단계 (1306) 에서, NM 시스템은 또한 사용될 채널뿐 아니라 라우팅도 결정할

단계 (1308) 에서, 각각의 노드에 적절한 정보가 WWAN 을 통해 다운로드될 수 있다.

선 핫 스폿이 활성화되면, 단계 (1310) 에서 다른 측정이 수집될 수 있다.

일단 무

단계 (1312) 에서, 수신 신호 세

기가 NM 시스템으로 전송될 수 있고, 이는 최초 토폴로지 및 라우팅을 이용하여 실제 필드 상태를 고려할 수 있
다.
<95>

추가로, 액세스 포인트는 WWAN 에 의해 생성된 타이밍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을 동기화할 수 있다.

상술된 방법론 및 시스템은 집중형 접근법이며, 강한 QoS 요구를 갖는 핫 스폿의 넓은 네트워크에 대해 사용될
수 있다.

<96>

네트워크 용량은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극대화될 수 있다.

도 14 는 WWAN 제어 채널에서 이웃 리스트를 초기화하여 액세스 단말기의 동기화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론
(1400) 의 다른 실시형태를 도시한다.

이 방법론은 자기-구성 무선 메쉬 네트워크에서 이용될 수 있다.

이 방법론은 단계 (1402) 에서, WLAN 노드가 초기화되는 경우 시작한다.

단계 (1404) 에서, 노드가 초기화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시간에서, 이들은 WWAN 제어 채널을 통해 이웃 리스트를 교환한다.

이들 이웃

리스트는 주변 영역의 액세스 포인트 및/또는 이 액세스 포인트를 이용하는 이동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를 포함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웃 리스트는 WWAN 을 통한 통신에 응답하여 이동 디바이스에 의해 송신되는 타이

밍 신호를 포함할 수 있다.

OSPF (Open Shortest Path First) 와 같은 프로토콜이 이용되어, 이웃 리스트

를 교환하고 분산된 방식으로 최단 경로를 생성할 수 있다.

단계 (1404) 에서, 타이밍 리스트의 교환은

WLAN 을 통해 또한 WWAN 을 통한 통신에 응답하여 전송된 타이밍 신호에 기초하여, 송신되는 제 2 타이밍 신호
를 포함할 수 있다.

단계 (1406) 에서, 이동 디바이스 또는 액세스 단말기는 WWAN 에 의해 생성된 타이밍

정보를 이용하여, 제 2 타이밍 신호에 기초하여 하나 이상의 다른 액세스 단말기와 WLAN 을 통해 통신하기
위해, 자기-동기화 할 수 있다.
접)

그

근방이

공지된

가장

이는 (예를 들면, 이웃 리스트로부터 또는 그 자신의 WWAN 기능을 통해 직
가까운

WWAN

또는

WLAN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직접 행해질 수 있다.

대안적으로, 이는 조합된 WWAN 및 WLAN 기능성을 이용하여 액세스 단말기로부터 이 정보를 수신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타이밍 신호의 송신은, 제 1 액세스 단말기로부터 제 1 액세스 단말기와 동기화하는 하나 이상의
단말기로 타이밍 신호를 전송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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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도 15 는 WLAN 네트워크 내의 P2P 통신 (1500) 을 도시한다.

특정 시나리오에서, 개별 액세스 단말기들

(1502 및 1504) 은 하나 이상의 WLAN 액세스 포인트들 (1506, 1508) 을 사용하여 서로 통신할 수 있다.

이

통신을 개선하기 위해, WWAN 액세스 포인트들 (1508, 1510) 로부터의 타이밍 정보가 이용되어 액세스 단말기 클
록을 동기화할 수 있다.

일정 액세스 포인트가 오직 WLAN 기능성 (1506) 또는 WWAN 기능성 (1510) 또는

WLAN 및 WWAN 기능성 모두의 조합 (1508) 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 인식된다.
<98>

디바이스가 WWAN 기능성 (1512, 1514) 또는 WWAN 액세스 포인트의 지식을 갖는 경우, 타이밍 정보는 WLAN 액세
스 포인트를 통해 제공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액세스 단말기들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WWAN 기능성이

이용되어, 이 정보를 그 후 사용하여 WLAN 을 통해 통신할 수 있는 액세스 단말기로 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99>

도 16 은 IBSS (Independent Basic Service Set) 네트워크에서의 등록 및/또는 인증에 대한 방법론 (1600) 을
도시한다.

IBSS 네트워크는 백본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지 않는 IEEE 802.11 기반 무선 네트워크이다.

IBSS 네트워크는 적어도 2 개의 무선국으로 구성된다.

IBSS 네트워크는, 작은 계획으로 또는 계획 없이 신

속하게 구축될 수 있기 때문에 애드혹 네트워크로 지칭될 수 있다.

액세스 단말기 또는 WLAN 액세스 포인트

중 어느 하나에 상주하는 WWAN 기능성이, WLAN 액세스 포인트를 통한 서비스로의 액세스 또는 통신을 위해 액세
스 단말기의 등록 및/또는 인증에 이용될 수 있다.
<100>

이 방법은, 단계 (1602) 에서 시작되고, 여기에서 액세스 단말기의 WWAN 기능성은 디바이스 식별 또는 등록 메
시지 (예를 들면, 가입자 식별 모듈에 상주하는 디바이스 식별) 를 나타낼 수 있다.
호화 키를 포함할 수 있다.
증될 수 있다.

제 1 등록 메시지는 암

디바이스 식별 또는 등록 메시지는 제 1 액세스 단말기로부터 WWAN 을 통해 인

단계 (1604) 에서, 제 2 등록 메시지 또는 디바이스 식별은 WLAN 액세스 포인트 또는 다른

서비스로 송신되고 제공될 수 있다.

제 2 등록 메시지는 제 1 등록 메시지에 기초할 수 있다.

WLAN 으

로의 메시지는, 액세스 단말기에 대해 WWAN 을 통해 획득되는 전파 (air) 인터페이스 또는 OTA (over the air)
토큰을

이를 통하거나 또는 백홀을 통해 송신될 수 있다.

이는 또한 WWAN 시스템 또는 WLAN 시스템을 통해

인증될 수 있는 디바이스 특정 암호화 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101>

등록/인증 접근법은, 액세스 단말기의 사용자가, WLAN 기능성을 갖지만 광대역 또는,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에
대한 완전한 백홀 연결이 결여된 키오스크와 무선 통신하는 상황에서 유리하다.

이 상황에서, 판매 시나리

오에 대한 인증 또는 빌링 정보 (예를 들면, 음악, 비디오, 또는 다른 정보) 는 WWAN 을 통해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바이스 또는 사용자 특정간에 사용자 식별 (예를 들면, 패스워드 또는 암호화 키) 은, WWAN 전
체에 걸쳐 교환될 수 있다.
있도록 한다.

단계 (1606) 에서, 이는 액세스 단말기가 토큰 또는 다른 인증기호를 획득할 수

단계 (1608) 에서, 토큰 또는 다른 인증기호는 전파를 통해 키오스크로 송신되어, 액세스 단

말기가 비디오, 노래, 또는 다른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한다.
통한 액세스가 액세스 단말기에게 허가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WLAN 을

제 2 등록 메시지가 액세스 단말기로 WWAN 을 통해 송신된 후,

제 2 등록 메시지에 기초하는 제 3 등록 메시지가, 액세스 단말기로부터 WLAN 액세스 포인트로 전송될 수 있음
이 이해되어야 한다.

이 제 3 등록 메시지는 전파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송될 수 있

다.
<102>

이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또한 이동 디바이스의 위치에 기초하여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쇼핑몰에서,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사용자 위치뿐 아니라 사용자-선호도에 기초하여 하나 이상의 소매 상점 또는 다른 소매
시설로부터 제공될 수 있다.
장된 선호도일 수 있다.

사용자-선호도는 사용자에 의해 종전에 통신되고 이동 디바이스의 메모리에 저
이동 디바이스에 연관된 프로세서는 메모리에 저장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고, 멀티

미디어 콘텐츠가 사용자에 대해 수락되고 전달되어야 하는지 또는 디바이스의 사용자에 대해 무시되고 전달되지
않아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전달될 수 있다.

다른 실시형태에서, 사용자-선호도는 정보를 보존하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예를 들어, 사용자가 스포츠 용품 상점 근처에 있고 이러한 사용자가 스포츠 및/또는 스포

츠 용품에 관한 어떤 정보 (예를 들면 현재 판매 또는 가격 할인, 이벤트 등) 도 원하지 않는다고 종전에 특정
된 경우, 이 특정 상점에 의한 정보 방송이 사용자의 이동 디바이스로 송신되는 것이 방지될 수 있다.

멀티

미디어 콘텐츠는 선택적인 것으로, 개시된 실시형태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채용하지 않고 이용될 수 있음이 이
해되어야 한다.
<103>

다른 실시형태에 따르면, 애드혹 WLAN 네트워크가 WWAN 을 통해 커플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 이상의

IBSS 네트워크가 발견된 경우, 이들은 WWAN 에 의해 제공되는 백홀을 통해 커플링될 수 있다.

이는, 소정의

IBSS 에서, 하나 이상의 WLAN 노드/국이 발견하거나 WWAN 의 액세스 포인트에 의해 발견된 경우 이용가능할 것
이다.

이는 개선된 서비스로의 액세스를 갖거나 더 넓은 대역폭을 가질 수도 있는 WWAN 백홀을 통해,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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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IBSS 로부터, WLAN 국의 연결을 허용한다.

상이한 IBSS 는, 서로에 대해 비-연속적일 수 있는, 상이한

영역에서의 뭄선 커버리지를 제공할 수 있다.
<104>

다른 실시형태에 따르면 IBSS 네트워크에서 방송 및/또는 멀티캐스트에 대한 능력이 있다.
스트 메시지는 WWAN 백홀을 통해 제공될 수 있다.
나 데이터의 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방송 및 멀티-캐

이는 위치 정보에 기초하는 방송 또는 멀티캐스트 메시지

또한, 이는 WWAN 을 통해 이용가능한 타이밍 정보에 기초하여 동

기화된 방송 또는 멀티-캐스트 메시지를 송신하는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웃 WWAN 액세스 포인트
로부터의 타이밍 신호가 타이밍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105>

도 17 은 예시적인 애드혹 매쉬 네트워크 (1700) 를 도시한다.

네트워크 (1700) 는 4 개의 액세스 포인트

또는 기지국 "A" (1702), "B" (1704), "C" (1706), "D" (1708) 를 이용하는 애드혹 네트워크로서 도시된다.
애드혹 매쉬 네트워크 (1700) 는 임의의 수의 액세스 포인트를 채용할 수 있고, 4 개의 액세스 포인트는 오직
설명적 목적으로 선택되었다.

애드혹 메쉬 네트워크 (1700) 는 액세스 포인트 (도시된 바와 같은) 를 이용

하는 인프라스트럭처 모드의 네트워크, 액세스 포인트를 이용하지 않는 P2P 네트워크, 또는 인프라스트럭처 모
드 (액세스 포인트 있음) 및 P2P 모드를 모두 사용하는 네트워크일 수 있음이 이해되어야 한다.
<106>

토폴로지 (1700) 의 네트워크는, 액세스 포인트 A (1702) 가 무선 통신을 통해 액세스 포인트 B (1704), 액세스
포인트 C (1706), 및/또는 액세스 포인트 D (1708) 로 연결됨을 도시한다.
포인트에 대해 확립되어야 한다.

유효 링크에 관한 결정은 액세스

이 결정은 광역 제어 채널을 통해 수행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각각의 액

세스 포인트는 그의 GPS 좌표 (또는 다른 위치 선정 수단) 를 중앙 네트워크 관리 (NM) 시스템 (1710) 으로 전
송한다.

네트워크 (1700) 내의 모든 액세스 포인트들 (1702, 1704, 1706, 1708) 의 위치를 갖는 NM 시스템

(1710) 은 네트워크 토폴로지 및 액세스 포인트들 (1702, 1704, 1706, 1708) 간의 통신 링크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NM 시스템 (1710) 은, 토폴로지에서 액세스 포인트 A (1702) 는 액세스 포인트 B (1704) 와 통신해
야 하고, 액세스 포인트 B (1704) 는 액세스 포인트 C (1706) 와 통신해야 하며, 액세스 포인트 C (1706) 는 액
세스 포인트 D (1708) 와 통신해야 하는 것을 결정할 것이다.

NM 시스템 (1710) 은 또한 주파수 관리의 기

능으로서 각각의 액세스 포인트가 어떤 채널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NM 시스템

(1710) 은, 액세스 포인트 A (1702) 는 채널 A 또는 20 MHz 채널을 사용해야 하며, 액세스 포인트 B (1704) 는
상이한 20 MHz 채널 등과 같은 상이한 채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107>

애드혹 네트워크에서, 액세스 포인트는 언제나 삭제되거나 추가될 수 있다.
통신은 통신의 원활한 송신을 제공하도록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우, 전체 토폴로지가 변경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제공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액세스 포인트들 간의

주요 이벤트 (재해 등) 가 발생한 경

따라서, 제어 채널은 지나친 간섭 없이 적절한 연결을

각 액세스 포인트는 WLAN 기능성을 갖도록 구성될 수 있으며, 이는 허용

(permissive) 채널에 대해 각각의 액세스 포인트를 자동적으로 구성하는데, 이는 누구든 그 네트워크 관리 채널
을 통해 통신할 수 있도록 한다.
완화시킨다.

이 허용 채널은 제어 채널의 가용성의 결여와 연관된 문제점을

채널은 그의 좌표를 NM 시스템 (1710) 으로 전달한다.

확립될 수 있으며, 협대역 WAN 채널도 이 목적에 대해 충분할 수 있다.

이는 임의의 레벨의 대역폭을 통해
일단 위치 정보가 수신되면, 애드혹

네트워크는 재구성되거나 새로운 애드혹 네트워크가 확립될 수 있다.
<108>

NM 시스템 (1710) 은 또한 특정 패킷의 라우팅을 제공할 수 있다.

NM 시스템 (1710) 은 각각의 액세스 포인

트들 (1702, 1704, 1706, 1708) 에 액세스할 수 있고, 각각의 액세스 포인트들 (1702, 1704, 1706, 1708) 에게
라우팅 테이블을 제공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다.
라우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라우팅 테이블은 특정 패킷 또는 특정 타입 패킷에 대한

예를 들어 음성 패킷이 라우팅되는 경우, NM 시스템 (1710) 은 (라우팅 테

이블을 통해), 음성 패킷이 그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음성 패킷은 액세스 포인트 B (1704) 로 라우팅되
고, 그 후 액세스 포인트 C (1706), 그 후 액세스 포인트 D (1708) 등으로 라우팅되는 것으로 액세스 포인트에
게 지시할 수 있다.

패킷이 데이터 패킷인 경우, 라우팅은 액세스 포인트 D (1708) 로부터 액세스 포인트 B

(1704), 액세스 포인트 A (1702) 로 이루어질 것이다.

비디오 패킷은 다른 경로를 취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NM 시스템 (1710) 은, 애드혹 네트워크 (1700) 의 토폴로지 또는 구성, 및 어떻게 패킷이 실시간에서
라우팅될지를 모두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WWAN 네트워크는, 애드혹 네트워크(들) (1700) 을 관리하는 강

력한 제어 및 시그널링 능력을 제공할 수 있고, WLAN 네트워크에서 연결 갭 (gap) 을 보충하는 데이터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

논의된 라우팅 및/또는 토폴로지는 개시된 실시형태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예시적인

목적임이 이해되어야 한다.
<109>

NM 시스템 (1710) 은, 트래픽 감도를 고려하여 패킷 라우팅을 결정할 수 있다.

- 19 -

예를 들어, 링크는 하루, 한

공개특허 10-2008-0034153
주 등의 특정 시간동안 재확립될 수 있다.

NM 시스템 (1710) 은 잠재적으로 피크 시간 (예를 들면, 아침 러

시아워, 저녁 러시아워 등) 동안 트래픽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간 동안, 트래픽의 특정 흐름이

존재할 수 있고, 라우팅 또는 링크는 높은 레벨의 유연성 (flexibility) 을 갖고 요청에 따라 셋업 및/또는 변
경될 수 있다.
<110>

P2P 모드 (액세스 포인트 없음) 또는 인프라스트럭처 모드와 P2P 모드의 조합에서 동작하는 네트워크에서, 핸드
셋은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의 일부를 확립하는데 이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트워크의 구성이 신속하

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NM 시스템은 이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 상황에서, 각각의 핸드셋은 그의 정보

를 방송하고, 정보를 수신하는 핸드셋은 그 정보를 다른 핸드셋에게 재방송할 수 있다.
는 재방송은, 정보가 그의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핸드셋 A 는 WLAN 을 이용하여 핸드셋 B 로 전달할 것이다.
신할 것이다.

이 정보의 전달 또

이러한 P2P 애드혹 네트워크에서, 제 1

핸드셋 B 는 WWAN 을 이용하여 핸드셋 C 와 통

이 핸드셋이 WWAN, WLAN, WPAN, Wi-Fi 등의 기능성을 갖는 경우 핸드셋은 혼합된 모드 또는

세트를 이용하여 통신할 수 있다.
<111>

이제 도 18 을 참조하면, 하나 이상의 개시된 실시형태에 따라서 무선 통신 환경에서 다중 통신 프로토콜들 간
의 조정된 통신을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 (1800) 이 도시되어 있다.
는 사용자 디바이스 내부에 상주할 수 있다.
신할 수 있는 수신기 (1802) 를 포함한다.
같은 통상의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시스템 (1800) 은 액세스 포인트 및/또

시스템 (1800) 은 예를 들면, 수신기 안테나로부터 신호를 수
수신기 (1802) 는, 수신 신호의 필터링, 증폭, 다운컨버팅 등과

수신기 (1802) 는 또한 컨디셔닝된 신호를 디지털화하여 샘플을 획득

복조기 (1804) 는 각 심볼 주기 동안 수신 심볼을 획득할 뿐 아니라 수신 심볼을 프로세서

(1806) 로 제공할 수 있다.
<112>

프로세서 (1806) 는 수신기 컴포넌트 (1802) 에 의해 수신된 정보를 분석하고/하거나 송신기 (1812) 에 의한 송
신을 위한 정보를 생성하는데 전용인 프로세서일 수 있다.

프로세서 (1806) 는, 사용자 디바이스 (1800) 의

하나 이상의 컴포넌트를 제어하고, 송신기 (1812) 에 의한 송신을 위한 정보를 생성하고, 수신기 (1802) 에 의
해 수신된 정보를 분석하는 프로세서 (1806) 일 수 있다.

프로세서 (1806) 는 추가적인 사용자 디바이스와

의 통신을 조정할 수 있는 제어기 컴포넌트를 포함할 수도 있다.
<113>

사용자 디바이스 (1800) 는, 프로세서 (1806) 에 동작가능하게 커플링되고, 통신의 조정에 관련된 정보 및 임의
의 다른 적합한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1808) 를 추가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조정과 연관된 프로토콜을 추가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

메모리 (1808) 는 통신의

여기에서 설명된 데이터 저장 컴포넌트 (예를 들면,

메모리) 는 휘발성 메모리 또는 비휘발성 메모리 중 하나일 수 있고, 또는 휘발성 메모리 및 비휘발성 메모리를
모두 포함할 수도 있음이 이해될 것이다.

제한이 아닌 예시로서, 비휘발성 메모리는 비휘발성 메모리는 ROM

(read only memory), PROM (programmable ROM), EPROM (electrically PROM), EEPROM (electrically erasable
PROM) 또는 플래시 메모리를 포함할 수 있다.
access memory) 을 포함할 수 있다.

휘발성 메모리는 외부 캐시 메모리로서 동작하는 RAM (random
제한이 아닌 예시로서, RAM 은 SRAM (synchronous RAM), DRAM

(dynamic RAM), SDRAM (synchronous DRAM), DDR SDRAM (double data rate SDRAM), ESDRAM (enhanced SDRAM),
SLDRAM (synclink DRAM), 및 DRRAM (direct Rambus RAM) 과 같은 다수의 형태로 이용가능하다.

본 발명의

시스템 및/또는 방법의 메모리 (1808) 는, 이들 및 임의의 다른 적합한 타입의 메모리를을 포함하도록 의도되는
데,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사용자 디바이스 (1800) 는, 변조 심볼을 송신하는 심볼 변조기 (1810) 및 송

신기 (1812) 를 또한 더 포함한다.
<114>

도 19 는 다양한 양태에 따라 통신 프로토콜의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 (1900) 의 도면이다.
(1900) 은 기지국 또는 액세스 포인트 (1902) 를 포함한다.

시스템

도시된 바와 같이, 기지국 (1902) 은 수신 안테

나 (1906) 에 의해 하나 이상의 사용자 디바이스 (1904) 로부터의 신호(들)를 수신하고, 송신 안테나 (1908) 를
통해 하나 이상의 사용자 디바이스 (1904) 로 신호(들)를 송신한다.
<115>

기지국 (1902) 은 수신 안테나 (1906) 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며 수신 정보를 복조하는 복조기 (1912) 와 동작가
능하게 연관되는 수신기 (1910) 를 포함한다.

복조 심볼은, 코드 클러스터, 사용자 디바이스 할당, 이에 관

련된 룩업 테이블, 고유의 스크램블 시퀀스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1916) 에 커플링된 프로세서
(1914) 에 의해 분석된다.

변조기 (1918) 는, 사용자 디바이스 (1904) 로의, 송신 안테나 (1908) 를 통한,

송신기 (1920) 에 의한 송신을 위해 신호를 다중화할 수 있다.
<116>

도 20 은 예시적인 무선 통신 시스템 (2000) 을 도시한다.
의 기지국과 하나의 단말기를 도시한다.

무선 통신 시스템 (2000) 은 간결함을 위해 하나

그러나, 시스템 (2000) 은 2 이상의 기지국 또는 액세스 포인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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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2 이상의 단말기 또는 사용자 디바이스를 포함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추가적인 기지국 및/또는 단말기는
이하에서 설명되는 예시적인 기지국 및 단말기와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상이할 수 있음이 이해되어야 한다.
추가로, 기지국 및/또는 단말기는 이들 간의 무선 통신을 용이하게 하는 여기에서 설명된 시스템 및/또는 방
법을 채용할 수 있음이 이해되어야 한다.
<117>

이제 도 20 을 참조하면, 다운링크에서, 액세스 포인트 (1905) 에서, 송신 (TX) 데이터 프로세서 (2010) 가 트
래픽 데이터를 수신, 포맷팅, 코딩, 인터리빙, 및 변조 (또는 심볼 매핑) 하여, 변조 심볼 ("데이터 심볼") 을
제공한다.
공한다.

심볼 변조기 (2015) 는 데이터 심볼 및 파일럿 심볼을 수신 및 프로세싱하여, 심볼 스트림을 제
심볼 변조기 (2015) 는 데이터 및 파일럿 심볼을 다중화하여, N 개 송신 심볼의 세트를 획득한다.

각각의 송신 심볼은 데이터 심볼, 파일럿 심볼, 또는 0 의 신호값일 수도 있다.
주기에서 연속하여 전송될 수도 있다.

파일럿 심볼은 각 심볼

파일럿 심볼은 주파수 분할 다중화 (FDM),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OFDM), 시분할 다중화 (TDM), 또는 코드 분할 다중화 (CDM) 될 수 있다.
<118>

송신기 유닛 (TMTR; 2020) 은 심볼 스트림을 수신하여 하나 이상의 아날로그 신호로 컨버팅하고, 또한 이 아날
로그 신호를 컨디셔닝 (예를 들면, 증폭, 필터링, 및 주파수 업컨버팅) 하여, 무선 채널을 통한 송신에 적합한
다운링크 신호를 생성한다.

다운링크 신호는 그 후 안테나 (2025) 를 통해 단말기로 송신된다.

단말기

(2030) 에서, 안테나 (2035) 는 다운링크 신호를 수신하고, 수신 신호를 수신기 유닛 (RCVR; 2040) 으로 제공한
다.

수신기 유닛 (2040) 은 수신 신호를 컨디셔닝 (예를 들어, 필터링, 증폭, 및 주파수 다운컨버팅) 하고,

컨디셔닝된 신호를 디지털화하여 샘플을 획득한다.

심볼 복조기 (2045) 는 N 개 수신 심볼을 획득하고, 수

신 파일럿 심볼을 채널 추정을 위해 프로세서 (2050) 로 제공한다.

심볼 복조기 (2045) 는 또한 프로세서

(2050) 로부터 다운 링크에 대한 주파수 응답 추정치를 수신하고, 수신 데이터 심볼에 데이터 복조를 수행하여
(송신 데이터 심볼의 추정치인) 데이터 심볼 추정치를 획득하며, 그리고 데이터 심볼 추정치를 RX 데이터 프로
세서 (2055) 로 제공하고, 이는 데이터 심볼 추정치를 복조 (예를 들어, 심볼 디매핑), 디인터리빙, 및 디코딩
하여, 송신된 트래픽 데이터를 복구한다.

심볼 복조기 (2045) 및 RX 데이터 프로세서 (2055) 에 의한 프로

세싱은, 각각 액세스 포인트 (2005) 에서의 심볼 변조기 (2015) 및 TX 데이터 프로세서 (2010) 에 의한 프로세
싱에 상보적이다.
<119>

업링크에서, TX 데이터 프로세서 (2060) 는 트래픽 데이터를 프로세싱하여 데이터 심볼을 제공한다.

심볼

변조기 (2065) 는 데이터 심볼을 수신하여, 이 데이터 심볼을 파일럿 심볼과 다중화하고, 변조를 수행하며, 심
볼 스트림을 제공한다.

송신기 유닛 (2070) 은 그 후 심볼 스트림을 수신 및 프로세싱하여 업링크 신호를

생성하고, 이는 안테나 (2035) 에 의해 액세스 포인트 (2005) 로 송신된다.
<120>

액세스 포인트 (2005) 에서, 단말기 (2030) 로부터의 업링크 신호는 안테나 (2025) 에 의해 수신되고, 수신기
유닛 (2075) 에 의해 프로세싱되어 샘플을 획득한다.

심볼 복조기 (2080) 는 그 후 샘플을 프로세싱하고,

수신 파일럿 심볼 및 업링크에 대한 데이터 심볼 추정치를 제공한다.

RX 데이터 프로세서 (2085) 는 데이터

심볼 추정치를 프로세싱하여, 단말기 (2030) 에 의해 송신된 트래픽 데이터를 복구한다.

프로세서 (2090)

는 업링크에서 송신하는 각각의 활동 단말기에 대한 채널 추정을 수행한다.
<121>

프로세서들 (2090 및 2050) 은 각각 액세스 포인트 (2005) 및 단말기 (2030) 에서의 동작을 지시 (예를 들면,
제어, 조정, 관리 등) 한다.

각각의 프로세서들 (2090 및 2050) 은 프로그램 코드 및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

모리 유닛 (미도시) 과 연관될 수 있다.

프로세서들 (2090 및 2050) 은 또한 계산을 수행하여, 각각 업링크

및 다운링크에 대한 주파수 및 임펄스 응답 추정치를 도출할 수 있다.
<122>

다중 액세스 시스템 (예를 들면, FDMA, OFDMA, CDMA, TDMA 등) 에서, 다중 단말기들은 업링크로 동시에 송신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파일럿 부대역이 상이한 단말기들 사이에서 공유될 수도 있다.

채널 추정

기술은 각각의 단말기에 대한 파일럿 부대역이 (대역 에지를 제외하고는) 전체 동작 대역에 걸치는 경우 사용될
수도 있다.
것이다.

이러한 파일럿 부대역 구조는 각각의 단말기에 대한 주파수 다이버시티를 획득하는데 바람직할
여기서 설명된 기술은 다양한 수단에 의해 구현될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현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 기술은 하드웨어,

하드웨어 구현에서, 채널 추정에 사용되는 프로세싱

유닛은 하나 이상의 주문형 반도체 (ASIC),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DSP), 디지털 신호 프로세싱 디바이스
(DSPD), 프로그래머블 논리 디바이스 (PLD), FPGA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프로세서, 제어기, 마이
크로-제어기, 마이크로프로세서, 여기에서 설명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다른 전자 유닛, 또는 이들의 조합
으로 구현될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에서, 구현은 여기에서 설명된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 (예를 들면, 절차,

기능 등) 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소프트웨어 코드가 메모리 유닛에 저장되고 프로세서들 (2090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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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에 의해 실행될 수도 있다.
<123>

여기에 설명된 실시형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펌웨어, 미들웨어, 마이크로코드 또는 이들의 임의의 조합으
로 구현될 수도 있음이 이해되어야 한다.

시스템 및/또는 방법이 소프트웨어, 펌웨어, 미들웨어 또는 마이

크로코드, 프로그램코드 또는 코드 세그먼트로 구현되는 경우, 이들은 저장 컴포넌트와 같은, 머신-판독가능 매
체에 저장될 수도 있다.

코드 세그먼트는 절차, 기능, 하위프로그램, 프로그램, 루틴, 서브루틴, 모듈, 소

프트웨어 패키지, 클래스, 또는 명령어들의 임의의 조합, 데이터 구조, 또는 프로그램 명령문을 나타낼 수도 있
다.

코드 세그먼트는, 정보, 데이터, 독립 변수 (argument), 파라미터, 또는 메모리 콘텐츠를 전달 및/또는

수신함으로써 다른 코드 세그먼트 또는 하드웨어 회로로 커플링될 수도 있다.

정보, 인수, 파라미터, 데이

터 등은, 메모리 공유, 메지시 전달, 토큰 전달, 네트워크 송신 등을 포함하는 임의의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전달, 포워딩, 또는 송신될 수도 있다.
<124>

소프트웨어 구현에서, 여기에 설명된 기술은, 여기에 설명된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 (예를 들면, 절차, 기능 등)
로 구현될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 코드는 메모리 유닛에 저장되고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될 수도 있다.

메모리 유닛은 프로세서 내부 또는 프로세서 외부에 구현될 수도 있고, 이 경우 당업계에 공지된 것과 같은 다
양한 수단을 통해 프로세서에 통신가능하게 커플링될 수 있다.
<125>

상술된 설명은 하나 이상의 실시형태의 예시를 포함한다.

물론, 전술한 실시형태를 설명하는 목적에서 모든

생각할 수 있는 컴포넌트의 조합 또는 방법론을 설명하는 불가능하지만, 당업자는 다양한 실시형태의 그 이상의
조합 및 변경이 가능함을 인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설명된 실시형태는, 첨부된 청구항의 범위 및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모든 이러한 변경, 수정, 변화를 포함하는 의도이다.

또한, "포함" 이라는 용어가 상세한 설

명 또는 청구항에서 사용되는 범위에서, 이러한 용어는 "포함" 이 청구항에서 과도기적 단어로서 채용되는 경우
에도 "포함" 으로 해석되며 포괄적인 방식으로 의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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