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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한 멀티미디어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이동 통신망을 통해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받는 중에 데이터 전송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도 양호한 멀티미디
어 서비스 환경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메인 서버와, 메인 서버에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고 파일 트랜스퍼 프로파일을
가지는 블루투스 모듈을 구비하며 각각 정해진 구역에 대한 블루투스 망의 마스터로서 동작하는 블루투스 중계기들
과, 파일 트랜스퍼 프로파일을 가지는 블루투스 모듈을 구비하며 이동 통신망을 통한 무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휴
대용 단말기를 구비한다. 메인 서버는 이동 통신망 또는 블루투스 중계기로 부터 받는 서비스 요청에 따른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이동 통신망 또는 블루투스 중계기를 통해 휴대용 단말기로 전송한다. 블루투스 중계기는 휴대용 단말기로
부터 서비스 요청이 있는 경우 메인 서버로 서비스 요청을 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받아 휴대용 단말기로 전송
한다. 휴대용 단말기는 무선 인터넷 접속에 의해 메인 서버로 서비스 요청을 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받으며,
전송받는 중에 데이터 전송률이 기준치 이하로 저하되면 블루투스 중계기로 서비스 요청을 하여 이동 통신망 대신에
블루투스 중계기를 통해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계속 전송받는다.
대표도
도1
색인어
휴대용 단말기, 멀티미디어 서비스, 블루투스, VOD, AOD.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멀티미디어 서비스 시스템의 망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단말기의 블록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블루투스 중계기의 블록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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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에
실시예에

따른
따른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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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서버의 블록구성도,
휴대용 단말기의 처리 흐름도,
블루투스 중계기의 처리 흐름도,
메인 서버의 처리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 통신 시스템(mobile communication system)에 관한 것으로, 특히 휴대용 단말기의 사용자에게 멀티
미디어(multimedia)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 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멀티미디어(multimedia)에 대한 사용자들의 요구가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 스마트 폰(smart phone), 이동 통신 단말기 등의 휴대용 단말기에서도 VOD(Video On
Demand) 서비스, AOD(Audio On Demand) 서비스 등의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대두되고 있다.
휴대용 단말기에 있어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동 통신망(PLMN: Public Land Mobile Ne
twork)을 통해 직접 받거나, 사용자가 퍼스널 컴퓨터(personal computer)로 유선 통신망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에 다
시 데이터 전송 케이블을 사용하여 휴대용 단말기로 전송받을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 전송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에는 사용자가 이동시에는 전송받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퍼스널 컴퓨터, LAN, 모뎀 등의 부가적인 장치들이 필요하
게 되므로, 이동 통신과 같은 무선 통신에 의해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한편 유선 통신의 경우에는 통신망의 백본(backbone)을 따로 두어 비상시나 트래픽(traffic) 증가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이동 통신의 경우에는 무선 전파 환경의 악화나 이동 통신망의 트래픽 증가에 따른 데이터 전송률의 저
하를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이 없게 된다. 사용자 수와 멀티미디어 자료의 크기가 증가되는 것에 대하여 무선 통신의 한
정된 주파수 대역과 유선 통신에 비해 느린 전송률로는 사용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힘들게 된다. 특히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GPRS(General Packet Radio System) 서비스나 IMT-2000(International Mobile Tel
ecommunications-2000) 서비스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공공장소와 같은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게 된다. 이러한 지
역에서 멀티미디어 서비스 사용이 많게 되면 사용자 증가와 전송 데이타량 증가로 인해 데이터 전송률이 크게 저하되
게 되므로 더욱 심각하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이동 통신망을 통해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받는 중에 데이터 전송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도 양
호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인터넷(Internet)을 통해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인 서버와, 메인
서버에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고 파일 트랜스퍼 프로파일(file transfer profile)을 가지는 블루투스 모듈(Bluetooth m
odule)을 구비하며 각각 정해진 구역에 대한 블루투스(Bluetooth) 망의 마스터(master)로서 동작하는 블루투스 중계
기들과, 파일 트랜스퍼 프로파일을 가지는 블루투스 모듈을 구비하며 이동 통신망을 통한 무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휴대용 단말기를 구비한다. 메인 서버는 이동 통신망 또는 블루투스 중계기로 부터 받는 서비스 요청에 따른 멀티미
디어 데이터를 이동 통신망 또는 블루투스 중계기를 통해 휴대용 단말기로 전송한다. 블루투스 중계기는 휴대용 단말
기로 부터 서비 스 요청이 있는 경우 메인 서버로 서비스 요청을 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받아 휴대용 단말기
로 전송한다. 휴대용 단말기는 무선 인터넷 접속에 의해 메인 서버로 서비스 요청을 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
받으며, 전송받는 중에 데이터 전송률이 기준치 이하로 저하되면 블루투스 중계기로 서비스 요청을 하여 이동 통신망
대신에 블루투스 중계기를 통해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계속 전송받는다.
상기한 바와 달리 블루투스 중계기는 휴대용 단말기로 부터 받는 서비스 요청에 따라 메인 서버로 부터 전송받는 멀
티미디어 데이터를 휴대용 단말기로 전송함과 아울러 저장장치에 저장하고, 이후 휴대용 단말기로 부터 서비스 요청
을 받는 경우 서비스 요청에 따른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장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휴대용
단말기로 전송할 수도 있다.
그리고 블루투스 중계기 및 휴대용 단말기는 휴대용 단말기와 블루투스 중계기 간에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이 이루
어지고 있는 중에 휴대용 단말기가 인접한 블루투스 망의 구역으로 이동하면, 이동된 블루투스 망으로 핸드-오버(ha
nd-over)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을 계속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 설명 및 첨부 도면에서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는 공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또한 도면들 중에 동일한 구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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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대하여는 가능한한 동일한 참조부호를 부여하였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멀티미디어 서비스 시스템의 망(network) 구성도를 보인 것으로, 휴대용 단말기(10
0)가 이동 통신망(110)을 통해 인터넷(118)에 접속되고 인터넷(118)을 통해 다수의 블루투스 중계기(104)와 이동 통
신망(110)이 메인 서버(120)에 연결되는 것을 보인 것이다. 그리고 도 1에서는 생략하였지만, 블루투스 중계기(104)
와 이동 통신망(110)과 메인 서버(120)의 인터넷(118) 접속은 통상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ISDN(Integrated Servic
es Digital Network)이나 PSDN(Packet Switched Data Network)과 같은 망, 게이트웨이(gateway) 등을 통해 이루
어진다. 이동 통신망(110)에서 기지국(BTS: Base Transceiver Station)(112)은 기지국 제어기(BSC: Base Station
Controller)(114)에 연결되고, 기지국 제어기(114)는 이동 교환기(MSC: Mobile Switching Center)(116)에 연결된
다. 통상적으로 이동 통신망(110)에서 기지국 제어기(114)에는 다수의 기지국(112)이 연결되고, 이러한 다수의 기지
국 제어기(114)가 이동 교환기(116)에 연결되는데, 여기서는 간략히 도시한 것이다.
상기한 휴대용 단말기(100)는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하고 이동 통신망(110)을 통한 무선 인터넷 접속에 의해 인
터넷(118)에 접속 가능한 PDA, 스마트 폰, 이동 통신 단말기 등이 될 수 있으며, 도 2에 보인 바와 같이 블루투스 모
듈(102)을 구비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상기한 휴대용 단말기(100)의 예로서 이동 통신 단말기의 블록
구성도를 보인 것이다. 도 2를 참조하여 휴대용 단말기(100)를 살펴보면, 콘트롤러(controller)(200)는 전화 통화, 무
선 인터넷 접속 뿐만 아니라 본 발명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포함한 각종 기능을 위한 처리 및 제어를 한다. 메모리(2
02)는 콘트롤러(200)의 처리 및 제어를 위한 프로그램의 마이크로 코드와 각종 참조 데이터를 저장하는 롬(Read Onl
y Memory) 과, 콘트롤러(200)의 워킹 메모리(working memory)로 제공되는 램(Random Access Memory)과, 멀티
미디어 데이터를 포함하여 갱신 가능한 각종 보관용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영역을 제공하는 플래쉬 램(flash RAM)
등을 구비한다. 콘트롤러(200)와 연결된 오디오 처리부(204)는 마이크 및 스피커를 통해 전화 통화, 음성 녹음, 착신
경보음 출력 등을 처리하며, 비디오 처리부(206)는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따라 전송받은 비디오 데이터를 화상 출력하
기 위한 처리를 한다. 키 입력부(208)는 1 ~ 0의 숫자 키들과, 메뉴, 통화, 지움, 종료, *, #, 음량(volume) 등 다수 기
능 키들을 구비하며 사용자가 누르는 키에 대응하는 키 입력 데이터를 콘트롤러(200)에 제공한다. 디스플레이 장치(2
10)는 콘트롤러(200)의 제어에 따른 각종 화상을 화면상에 디스플레이한다. RF(Radio Frequency) 모듈(212)은 안
테나를 통해 이동 통신망(110)의 기지국(112)과 무선 신호를 송,수신하는데, 베이스밴드 처리부(214)를 통해 콘트롤
러(200)로 부터 입력되는 송신할 신호를 변조하여 RF신호를 안테나를 통해 송신하고, 안테나를 통해 수신되는 RF신
호를 복조하여 베이스밴드(baseband) 처리부(214)를 통해 콘트롤러(200)에 제공한다. 베이스밴드 처리부(214)는 R
F 모듈(212)과 콘트롤러(200)간에 송,수신되는 베이스밴드 신호를 처리한다. 또한 콘트롤러(200)에는 RF 모듈(216)
과 링크(link)/베이스밴드 콘트롤러(218)로 구성되는 블루투스 모듈(102)이 접속되는데, RF 모듈(216)은 블루투스
중계기(104)의 블루투스 모듈(106)과 RF신호를 송,수신하며, 링크/베이스밴드 콘트롤러(218)는 콘트롤러(200)와 R
F 모듈(216) 사이에 접속되어 파일 트랜스퍼 프로파일에 따른 링크 관리 및 베이스밴드 처리를 한다.
그리고 블루투스 중계기(104)들은 메인 서버(120)에 인터넷(118)을 통해 연결되고 각각 정해진 구역에 대한 블루투
스 망(108)의 마스터로서 동작하며, 도 3에 보인 바와 같이 블루투스 모듈(106)을 구비한다. 각각의 블루투스 망(108
)은 블루투스 피코넷(piconet)에 해당하며, 블루투스 망(108)들은 스캐터망(scatternet)으로서 연결된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블루투스 중계기(104)의 블록구성도를 보인 것이다. 도 3을 참조하여 블루투스 중계기(104)를
살펴보면, 콘트롤러(300)는 망 인터페이스(304)에 의해 접속되는 인터넷(118)을 통해 메인 서버(120)로 부터 멀티미
디어 데이터를 전송받아 블루투스 모듈(106)을 통해 휴대용 단말기(100)로 전송한다. 저장 장치(302)는 콘트롤러(30
0)가 메인 서버(120)로 부터 전송받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사용된다. 망 인터페이스(304)는 인터넷(118
)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블루투스 모듈(106)은 휴대용 단말기(100)의 블루투스 모듈(102)과 마찬가지로 RF
모듈(306)과 링크/베이스밴드 콘트롤러(308)로 구성되고, RF 모듈(306)은 휴대용 단말기(100)의 블루투스 모듈(10
2)과 RF신호를 송,수신하며, 링크/베이스밴드 콘트롤러(308)는 콘트롤러(300)와 RF 모듈(306) 사이에 접속되어 파
일 트랜스퍼 프로파일에 따른 링크 관리 및 베이스밴드 처리를 한다.
또한 메인 서버(120)는 인터넷(118)을 통해 VOD 서비스, AOD 서비스 등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멀티미디
어 서비스 서버로서, 이의 블록구성도를 도 4로서 보였다. 도 4를 참조하여 메인 서버(120)를 살펴보면, 콘트롤러(40
0)는 망 인터페이스(404)에 의해 접속되는 인터넷(118)을 통해 이동 통신망(110) 또는 블루투 스 중계기(104)로 부
터 받는 서비스 요청에 따른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이동 통신망(110) 또는 블루투스 중계기(104)를 통해 휴대용 단말
기(100)로 전송한다. 저장 장치(402)에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따라 전송할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저장된다. 망 인터페
이스(404)는 인터넷(118)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상기한 휴대용 단말기(100)는 사용자에 의해 통상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동 통신망(110)을 통한 무선 인터넷 접
속에 의해 메인 서버(120)로 서비스 요청을 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다. 이와 같이 이동 통신망(110)을
통해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받는 중에 전술한 바와 같이 특정 지역에서 무선 전파 환경이 악화되거나 멀티미디어 서비
스 사용이 많게 되면 데이터 전송률이 저하되게 된다. 이처럼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받는 중에 데이터 전송률이
기준치 이하로 저하되면 휴대용 단말기(100)는 블루투스 중계기(104)로 서비스 요청을 하여 이동 통신망(110) 대신
에 블루투스 중계기(104)를 통해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계속 전송받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동 통신망(110)을 통해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받는 중에 데이터 전송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블루투스 중계기(104)를 통해 양호한 멀티미디
어 서비스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블루투스 중계기(104)는 사용자가 밀집하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휴대용 단말기(100)의 블루투스 모듈(102)과 블루투스 중계기(104)의 블루투스 모듈(106)은 파일 트랜스
퍼 프로파일을 가진다. 파일 트랜스퍼 프로파일은 블루투스의 여러가지 프로파일 중에 서버와 클라이언트(client) 간
에 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프로파일이다. 본 발명에 있어서 블루투스 중계기(104) 는 파일 트랜스퍼 프로파일 서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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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휴대용 단말기(100)는 파일 트랜스퍼 프로파일 클라이언트가 되며, 블루투스 중계기(104)는 인터넷(118)을 통
해 메인 서버(120)로 부터 받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파일 트랜스퍼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휴대용 단말기(100)로 전
송하게 된다. 이러한 블루투스 중계기(104)는 휴대용 단말기(100)로 부터 서비스 요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 요청에
따른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저장 장치(302)에 저장되어 있다면 이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휴대용 단말기(100)로 전송하
고, 저장되 있지 않다면 메인 서버(120)로 서비스 요청을 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받아 휴대용 단말기(100)로
전송한다.
이제 상기한 휴대용 단말기(100)의 콘트롤러(218)에 의해 수행되는 처리 흐름도를 (500)～(534)단계로 보인 도 5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콘트롤러(200)는 (500)단계에서 휴대용 단말기(100)의 사용자에 의해 휴대용 단말
기(100)가 이동 통신망(110)을 통한 무선 인터넷 접속에 의해 메인 서버(120)에 멀티미디어 서비스 접속을 하게 되
면, (502)단계에서 메인 서버(120)로 서비스 요청을 하여 이동 통신망(110)을 통해 메인 서버(120)로 부터 전송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받는 멀티미디어 서비스 처리를 한다.
이와 같이 메인 서버(120)로 부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받는 중에 휴대용 단말기(100)의 콘트롤러(200)는 (504)
단계에서 데이터 전송률이 기준치 이하로 저하되는지를 검사한다. 상기 기준치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에 따라
멀티미디어 서비스 사용이 곤란할 정도에 해당하는 데이터 전송률로 미리 설정해 놓는다. 만일 데이터 전송률이 기준
치보다 높으면 종래와 마찬가지로 상기한 (502)단계의 이동 통신망(110)을 통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처리를 계속하지
만, 데이터 전송률이 기준치 이하로 저하되면 (506)단계에서 블루투스 모듈(102)을 활성화시켜 (508)～(510)단계에
서 주변에 있는 블루투스 망에 등록하고 파일 트랜스퍼 프로파일에 따른 SDP(Service Discovery Protocol)를 이용
하여 본 발명에 따라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한 블루투스 망을 찾는다.
만일 멀티미디어 서비스 가능한 블루투스 망이 존재하지 않으면 상기한 (502)단계의 이동 통신망(110)을 통한 멀티
미디어 서비스 처리를 계속한다. 이와 달리 후술하는 도 6의 (612)단계에 따라 블루투스 중계기(104)로 부터 서비스
리스트 응답을 받아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함으로써 멀티미디어 서비스 가능한 블루투스 망(108)
이 찾아지면 (512)～(514)단계에서 이동 통신망(110) 대신에 블루투스 망(108)으로 전환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계속 전송받을 것인지 여부를 디스플레이장치(210)를 통한 메시지를 디스플레이하여 사용자에게 문의한다. 이때 사
용자가 전환하는 것을 원치 않으면 상기 (502)단계의 이동 통신망(110)을 통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처리를 계속한다.
이와 달리 사용자가 전환을 선택하면 (516)단계에서 이동 통신망(110)을 통해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받는 것을
중단하고 블루투스 중계기(104)로 파일 트랜스퍼 프로파일 요청에 의해 서비스 요청을 하여 블루투스 중계기(104)로
부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계속하여 전송받는 멀티미디어 서비스 처리를 한다. 이때 휴대용 단말기(100)는 그때까지
전송받은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블루투스 중계기(104)에 알려 그때까지 전송받은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계속 뒤이어지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받는다.
상기와 바와 같이 블루투스 중계기(104)를 통해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받는 중에 (518)～(520)단계에서 핸드-오
버가 필요하게 되는지 여부와 멀티미디어 서비스 종료 여부를 확인한다. 만일 블루투스 중계기(104)를 통해 멀티미디
어 데이터를 모두 전송받고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종료되면 (530)단계를 수행한다. 만일 휴대용 단말기(100)가 이동
하여 현재 등록된 블루투스 망(104)으로 부터 멀어짐에 따라 핸드-오버가 필요하게 되면 (522)～(524)단계에서 상기
한 (508)단계와 마찬가지로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한 새로운 블루투스 망을 탐지한다. 만일 멀티미디어 서비스 가
능한 블루투스 망이 찾아지면 (526)단계에서 새로운 멀티미디어 서비스 블루투스 망으로 핸드-오버 처리를 하고 상
기한 (516)단계로 진행하여 새로운 블루투스 중계기를 통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처리를 계속한다. 이에 따라 멀티미디
어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휴대용 단말기(100)가 인접한 블루투스 망의 구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멀
티미디어 데이터 전송이 계속 이루어게 된다.
그러나 상기한 (522)～(524)단계에서 멀티미디어 서비스 가능한 새로운 블루투스 망이 존재하지 않으면 (528)단계
에서 사용자에게 블루투스 중계기를 통한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불가능함을 알리는 메시지를 디스플레이 장치(210)를
통해 디스플레이하여 통보한다. 다음에 (530)단계에서 블루투스 모듈(102)을 비활성화시키고 (532)～(534)단계에서
사용자에게 다시 이동 통신망(110)을 통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접속할 것인지 여부를 문의하는 메시지를 디스플레이
장치(210)를 통해 디스플레이하여 문의한다. 이때 사용자가 이동 통신망(110)을 통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접속을 하
는 것을 원치 않으면 (536)단계에서 대기 모드(stand-by mode)로 된다. 이 와 달리 사용자가 이동 통신망(110)을 통
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접속을 선택하면 상기한 (502)단계의 이동 통신망(110)을 통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처리를 한
다.
이제 상기한 블루투스 중계기(104)의 콘트롤러(300)에 의해 수행되는 처리 흐름도를 (600)～(620)단계로 보인 도 6
을 참조하면, 콘트롤러(300)는 (600)단계의 대기 모드에서 (602)～(606)단계에서 정해진 망 체크 주기가 되었는지,
휴대용 단말기(100)를 포함한 다른 블루투스 장치로 부터 SDP 요청이 있는지 아니면 서비스를 요청하는 파일 트랜스
퍼 프로파일 요청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상기한 (602)～(606)단계에서 정해진 망 체크 주기가 된 것으로 확인되면, (608)단계에서 미등록된 신규 클라이언트
가 블루투스 망(108)에 존재하는가를 검사하여, 존재하지 않으면 상기 (600)단계의 대기 모드를 계속 수행하고, 존재
하면 (610)단계에서 등록 처리를 하고 상기한 (600)단계의 대기 모드로 된다.
참고적으로 휴대용 단말기(100)가 블루투스 망(108)에 등록하는 것을 통상적인 블루투스 등록에 따라 살펴보면, 휴
대용 단말기(100)가 블루투스 망(108)안에 들어가면 일정 시간마다 마스터인 블루투스 중계기(104)가 보내는 문의
메시지(inquiry message)를 받아 자신의 id(identity), 시스템 클럭(system clock), 서비스 클래스(service class) 등
의 정보를 전송하게 된다. 피코넷의 마스터는 망 안의 유니트 id를 약 5시간 정도 유지하게 된다. 그 이후의 휴대용 단
말기(100)의 접속은 문의 메시지를 통해 다시 이루어진다. 이로서 피코넷의 마스터가 휴대용 단말기(100)의 존재를
알게 하고 이후에 마스터가 주기적으로 보내는 페지지 스캔(page scan)에 의해 휴대용 단말기(100)를 블루투스 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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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에 동기화 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채널 형성은 파일 트랜스퍼 프로파일의 L2CAP(Logic Link Control Adapta
tion Protocol)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L2CAP 상에서 제공된다.
상기한 (602)～(606)단계에서 휴대용 단말기(100)로 부터 전술한 (508)～(510)단계에 따른 SDP 요청이 있으면 (61
2)단계에서 서비스 리스트를 보내 응답하고 상기한 (600)단계의 대기 모드로 된다. 이와 달리 휴대용 단말기(100)로
부터 전술한 (516)단계에 따른 파일 트랜스퍼 프로파일 요청이 있으면 (614)단계에서 그때까지 휴대용 단말기(100)
가 이동 통신망(110)을 통해 전송받았던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뒤이어지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계속 휴대용 단말기(
100)로 전송하는 파일 트랜스퍼 프로파일 동작을 수행한다. 이때 서비스 요청에 따른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저장 장치
(302)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장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휴대용 단말기(100)로 전송한다. 이와 달리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메인 서버(120)로 부터 전송받아 휴대용 단말기(100)로 전송하며, 메인 서버(120)로 부터 전송받
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저장 장치(302)에도 저장해 놓는다. 이에 따라 이후에 다시 휴대용 단말기(100)의 서비스 요
청이 있고, 서비스 요청에 따른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메인 서버(120)로 부터 새로이 전송받
을 필요없이 저장 장치(302)에 저장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휴대용 단말기(100)로 전송함으로써 간단히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휴대용 단말기(100)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하는 중에 전술한 (518)～(520)단계처럼 휴대용
단말기(100)가 이동하여 현재 등록된 블루투 스 망(104)으로 부터 멀어짐에 따라 핸드-오버가 필요하게 되는지 여부
와 멀티미디어 서비스 종료 여부를 (616)～(618)단계에서 확인한다. 만일 휴대용 단말기(100)로 멀티미디어 데이터
를 모두 전송하고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종료되면 상기한 (600)단계의 대기 모드로 된다. 이와 달리 휴대용 단말기(10
0)가 블루투스 망(108)과 스캐터넷을 구성하는 인접한 블루투스 망으로 이동하여 핸드-오버가 필요하게 되면, (620)
단계에서 휴대용 단말기(100)가 이동된 블루투스 망으로 전술한 (522)～(526)단계에 따라 핸드-오버를 시키고 상기
한 (600)단계의 대기 모드로 된다.
이제 상기한 메인 서버(120)의 콘트롤러(400)의 처리 흐름도를 (700)～706)단계로 보인 도 7을 참조하면, 메인 서버
(120)의 콘트롤러(400)는 (700)단계의 대기 모드로 있다가 (702)단계에서 전술한 (502)단계에 따른 이동 통신망(11
0)을 통해 휴대용 단말기(100)로 부터 받는 서비스 요청 또는 전술한 (614)단계에 다른 블루투스 중계기(104)로 부터
받는 서비스 요청에 응답하여 (704)단계에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파일 트랜스퍼 프로파일 동작을 수행한다. 상
기 (704)단계에서 콘트롤러(400)는 서비스 요청에 따른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저장 장치(402)로 부터 이동 통신망(11
0) 또는 블루투스 중계기(104)를 통해 휴대용 단말기(100)로 전송한다. 이때 만일 이동 통신망(110)을 통해 휴대용
단말기(100)로 전송하고 있는 상태에서 블루투스 중계기(104)로 부터 서비스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이동 통신망(110
)을 통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을 중단하는 대신에 블루투스 중계기(104)로 그때까지 전송하였던 멀티미디어 데이
터에 뒤이어지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계속 전송한다. 그리고 (706)단계에서 서비스 종료가 되면 상기한 (700)단계
의 대기 모드로 되고 서비스가 계속중이면 상기한 (702)단계로 돌아간다.
따라서 이동 통신망(110)을 통해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받는 중에 데이터 전송률이 기준치 이하로 저하되는 경우에는
이동 통신망(110) 대신에 블루투스 중계기(104)를 통해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계속하여 전송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공공장소와 같은 특정 지역에서 멀티미디어 서비스 사용이 많게 됨에 따라 이동 통신망(110)을 통한 데이터 전
송률이 크게 저하되는 경우에도 블루투스 중계기(104)를 통해 양호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상술한 본 발명의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여러가지 변형이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
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핸드-오버, 블루투스 중계기를 통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
종료후 다시 이동 통신망을 통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접속 등과 같은 부가적인 처리를 포함하는 예를 들었으나, 실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생략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의하여 정할 것이 아니고
특허청구범위와 특허청구범위의 균등한 것에 의해 정하여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이동 통신망을 통해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받는 중에 데이터 전송률이 기준치 이하로 저
하되는 경우에는 이동 통신망 대신에 블루투스 중계기를 통해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받으므로써 양호한 멀티미디
어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 통신망을 통해 휴대용 단말기에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인터넷을 통해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인 서버와,
상기 메인 서버에 상기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고 파일 트랜스퍼 프로파일을 가지는 블루투스 모듈을 구비하며 각각 정
해진 구역에 대한 블루투스 망의 마스터로서 동작하는 블루투스 중계기들과,
상기 파일 트랜스퍼 프로파일을 가지는 블루투스 모듈을 구비하며 상기 이동 통신망을 통한 무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
한 휴대용 단말기를 구비하고,
상기 메인 서버가 상기 이동 통신망 또는 상기 블루투스 중계기로 부터 받는 서비스 요청에 따른 멀티미디어 데이터
를 상기 이동 통신망 또는 상기 블루투스 중계기를 통해 상기 휴대용 단말기로 전송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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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블루투스 중계기가 상기 휴대용 단말기로 부터 서비스 요청이 있는 경우 상기 메인 서버로 서비스 요청을 하여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받아 상기 휴대용 단말기로 전송하며,
상기 휴대용 단말기가 상기 무선 인터넷 접속에 의해 상기 메인 서버로 서비스 요청을 하여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를 전송받으며, 전송받는 중에 데이터 전송률이 기준치 이하로 저하되면 상기 블루투스 중계기로 서비스 요청을 하여
상기 이동 통신망 대신에 상기 블루투스 중계기를 통해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계속 전 송받음을 특징으로 하는
블루통신 통신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용 단말기가 자신이 위치한 구역을 담당하는 상기 블루투스 망의 블루투스 중계기에 등록
하여 상기 서비스 요청함을 특징으로 하는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블루투스 중계기 및 상기 휴대용 단말기가 상기 휴대용 단말기와 상기 블루투스 중계기 간에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상기 휴대용 단말기가 인접한 블루투스 망의 구역으로 이동하
면, 이동된 블루투스 망으로 핸드-오버하여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을 계속함을 특징으로 하는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4.
인터넷을 통해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인 서버와, 상기 메인 서버에 상기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고 파일 트
랜스퍼 프로파일을 가지는 블루투스 모듈을 구비하며 각각 정해진 구역에 대한 블루투스 망의 마스터로서 동작하는
블루투스 중계기들과, 상기 파일 트랜스퍼 프로파일을 가지는 블루투스 모듈을 구비하며 이동 통신망을 통한 무선 인
터넷 접속이 가능한 휴대용 단말기를 구비하는 시스템 에 있어서 상기 휴대용 단말기에 상기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휴대용 단말기가 상기 무선 인터넷 접속에 의해 상기 메인 서버로 서비스 요청을 하는 과정과,
상기 메인 서버가 상기 이동 통신망으로 부터 받는 서비스 요청에 따른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상기 이동 통신망을 통
해 상기 휴대용 단말기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휴대용 단말기가 상기 이동 통신망을 통해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받으며, 전송받는 중에 데이터 전송률
을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휴대용 단말기가 상기 데이터 전송률이 기준치 이하로 저하되면 상기 블루투스 중계기로 서비스 요청을 하는 과
정과,
상기 블루투스 중계기가 상기 휴대용 단말기로 부터 받는 서비스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메인 서버로 서비스 요청을
하여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받아 상기 휴대용 단말기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휴대용 단말기가 상기 이동 통신망 대신에 상기 블루투스 중계기를 통해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계속 전송받
는 과정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용 단말기 및 상기 블루투스 중계기가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
에 상기 휴대용 단말기가 인접한 블루투 스 망의 구역으로 이동하면, 이동된 블루투스 망으로 핸드-오버하여 상기 멀
티미디어 데이터 전송을 계속하는 과정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방
법.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용 단말기가 상기 블루투스 중계기로 서비스 요청을 하는 과정이,
상기 휴대용 단말기가 상기 데이터 전송률이 기준치 이하로 저하되면 상기 이동 통신망 대신에 상기 블루투스 망으로
전환하여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계속 전송받을 것인지 여부를 사용자에게 문의하는 과정과,
상기 휴대용 단말기가 상기 사용자에 의해 상기 전환이 선택되면 상기 블루투스 중계기에 등록하여 상기 서비스 요청
을 하는 과정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방법.

청구항 7.
인터넷을 통해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인 서버와, 상기 메인 서버에 상기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고 파일 트
랜스퍼 프로파일을 가지는 블루투스 모듈을 구비하며 각각 정해진 구역에 대한 블루투스 망의 마스터로서 동작하는
블루투스 중계기들과, 상기 파일 트랜스퍼 프로파일을 가지는 블루투스 모듈을 구비하며 이동 통신망을 통한 무선 인
터넷 접속이 가능한 휴대용 단말기를 구비하는 시스템 에 있어서 상기 휴대용 단말기에서 상기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무선 인터넷 접속에 의해 상기 메인 서버로 서비스 요청을 하는 과정과,
상기 서비스 요청에 따라 상기 이동 통신망을 통해 상기 메인 서버로 부터 전송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받으며
, 전송받는 중에 데이터 전송률을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데이터 전송률이 기준치 이하로 저하되면 상기 블루투스 중계기로 서비스 요청을 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 통신망을 통해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받는 것을 중단하고 상기 블루투스 중계기로 상기 서비스 요
청에 따라 상기 블루투스 중계기로 부터 전송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계속 전송받는 과정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
는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블루투스 중계기로 서비스 요청을 하는 과정이,
상기 데이터 전송률이 기준치 이하로 저하되면 상기 이동 통신망 대신에 상기 블루투스 망으로 전환하여 상기 멀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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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 데이터를 계속 전송받을 것인지 여부를 사용자에게 문의하는 과정과,
상기 사용자에 의해 상기 전환이 선택되면 상기 블루투스 중계기에 등록하여 상기 서비스 요청을 하는 과정을 구비함
을 특징으로 하는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방법.

청구항 9.
인터넷을 통해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인 서버와, 상기 메인 서버에 상기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고 파일 트
랜스퍼 프로파일을 가지는 블루투스 모듈을 구비하며 각각 정해진 구역에 대한 블루투스 망의 마스터로서 동작하는
블루투스 중계기들과, 상기 파일 트랜스퍼 프로파일을 가지는 블루투스 모듈을 구비하며 이동 통신망을 통한 무선 인
터넷 접속이 가능한 휴대용 단말기를 구비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메인 서버에서 상기 휴대용 단말기로 상기 멀티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 통신망을 통해 상기 휴대용 단말기의 서비스 요청을 받는 경우 상기 서비스 요청에 따른 멀티미디어 데이
터를 상기 이동 통신망을 통해 상기 휴대용 단말기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블루투스 중계기로 부터 상기 휴대용 단말기로 전송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서비스 요청을 받는 경
우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상기 이동 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것을 중단하고 상기 블루투스 중계기로 계속 전송하
는 과정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방법.

청구항 10.
인터넷을 통해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인 서버와, 상기 메인 서버에 상기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고 파일 트
랜스퍼 프로파일을 가지는 블루투스 모듈을 구비하며 각각 정해진 구역에 대한 블루투스 망의 마스터로서 동작하는
블루투스 중계기들과, 상기 파일 트랜스퍼 프로파일을 가지는 블루투스 모듈을 구비하며 이동 통신망을 통한 무선 인
터넷 접속이 가능한 휴대용 단말기를 구비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블루투스 중계기에서 상기 메인 서버와 상기 휴
대용 단말기 간에 상기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중계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휴대용 단말기로 부터 서비스 요청을 받는 경우 상기 메인 서버로 서비스 요청을 하는 과정과,
상기 서비스 요청에 따라 상기 메인 서버로 부터 전송받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상기 휴대용 단말기로 전송하는 과정
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상기 휴대용 단말기가 인접한 블루투스 망의
구역으로 이동하면, 이동된 블루투스 망으로 핸드-오버하여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을 계속하는 과정을 더 구
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방법.

청구항 12.
인터넷을 통해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인 서버와, 상기 메인 서버에 상기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고 파일 트
랜스퍼 프로파일을 가지는 블루투스 모듈을 구비하며 각각 정해진 구역에 대한 블루투스 망의 마스터로서 동작하는
블루투스 중계기들과, 상기 파일 트랜스퍼 프로파일을 가지는 블루투스 모듈을 구비하며 이동 통신망을 통한 무선 인
터넷 접속이 가능한 휴대용 단말기를 구비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블루투스 중계기에서 상기 메인 서버와 상기 휴
대용 단말기 간에 상기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중계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휴대용 단말기로 부터 서비스 요청을 받는 경우 상기 서비스 요청에 따른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상기 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는가를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서비스 요청에 따른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장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상기 휴대용 단
말기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서비스 요청에 따른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메인 서버로 서비스 요청을 하는
과정과,
상기 서비스 요청에 따라 상기 메인 서버로 부터 전송받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상기 휴대용 단말기로 전송함과 아울
러 상기 저장장치에 저장하는 과정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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