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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선 통신 데이터 호 다중 접속 시스템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무선 통신 단말의 데이터 호를 다중 접속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본 발명은, 무선 통신
단말의 개수보다 많은 다수개의 사용자 단말을 무선 통신 단말에 다중 접속하여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중 접
속 시스템을 구현한다. 본 발명은 사용자 단말의 명령에 따라 데이터 호 다중 접속 방식을 설정하고, 다수개 사용자 단말의
송신 데이터들을 상기 다중 접속 방식에 따라 다수개의 무선 통신 단말에 접속하며, 송신 데이터들의 IP 어드레스와 송신
데이터들의 사용자 단말 어드레스를 접속된 무선 통신 단말 별로 저장한다. 또한, 본 발명은 다수개 무선 통신 단말로부터
수신 데이터들이 전송되면, 수신 데이터들의 IP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사용자 단말 어드레스를 무선 통신 단말 별로 검색하
고, 상기 검색된 사용자 단말 어드레스로 상기 수신 데이터들을 전송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다수개의 사용자 단말을 다수
개의 무선 통신 단말에 다중 접속하여 무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무선통신단말,다중접속시스템,데이터서비스,MAS어플리케이션,슬롯할당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무선 통신 단말의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종래 무선 통신 시스템 구성의 일례를 보인 도면.

도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무선 통신 데이터 호 다중 접속 시스템의 구성을 보인 도면.

도3은 다중 매체 시스템의 구성을 보인 도면.

도4는 사용자 단말과 다중 접속 시스템 간 프로토콜 스택의 구성을 보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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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5는 다중 접속 시스템이 다수개 사용자 단말들의 송신 데이터를 무선 통신 단말들에게 다중 접속하는 방법을 보이는 도
면.

도6은 공통 분할 방식으로 사용자 단말들의 송신 데이터를 각 무선 통신 단말의 타임 슬롯에 할당하는 방법을 보이는 도
면.

도7은 다중 접속 시스템이 무선 통신 단말들로부터의 수신 데이터를 수신처리하는 방법을 보이는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120: 사용자 단말 200: 다중접속시스템

210: 다중 매체 시스템 220: 다중 접속 라우팅 시스템

230: 패킷 호 커넥션 시스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무선 통신 단말의 데이터 호를 다중 접속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
한 것이다.

이동 통신 시스템 등을 포함하여 무선 통신 시스템은, 전자기술의 발달로 인해 회선당 단가가 유선 통신 시스템에 비해 저
렴하고, 유선선로에 비해 설치가 한층 용이하며, 전파가 도달하는 지역은 어디에나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 통신망 구축
이 유연하다.

요즘 무선 통신 시스템은, 음성 서비스에서 데이터 서비스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특히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속 무선 전송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1은 무선 통신 단말의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종래 무선 통신 시스템 구성의 일례를 보인다.

도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 무선 통신 시스템은, 무선 인터페이스를 수행하는 무선 통신 단말(또는 접속 단말(Access
Terminal))(20)과; 상기 무선 통신 단말(20)과 일대일로 유선 접속되어 데이터 서비스를 요구하기 위한 사용자 단말(10)
과; 상기 무선 통신 단말(20)과 무선 인터페이스를 수행하고 핵심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접속 망(Access Network;
AN)(30)과; 인터넷(50)을 통해 패킷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트(60)와; 상기 호스트(60)와 상기 접속망(30)을
연결하는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Packet Data Serving Node; PDSN)(4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사용자 단말(10)은, 개인용 컴퓨터(PC), 패킷 호 장비 등을 포함하며, 상기 무선 통신 단말(20)과 USB(Universal Serial
Bus)를 통해 연결된다.

상기 사용자 단말(10)의 프로토콜 스택은, 두 지점(end)간 프로토콜인 PPP(Point to Point Protocol)와, 인터넷 프로토콜
(Internet Protocol; IP)과, 전송 제어 프로토콜(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TCP)과, 클라이언트 응용 계층을 포함
한다.

상기 무선 통신 단말(20)과 접속망(30)은, 무선 링크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무선 링크 프로토콜(Radio Link Protocol;
RLP)을 각각 포함한다.

상기 PDSN(40)은, PPP를 포함하며, 상기 호스트(60)는 IP와, 전송 계층(Transport Layer)과, 서버 응용 계층을 포함한
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종래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의 무선 통신 단말의 데이터 서비스 동작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용자 단말(10)은 USB 연결을 통해 무선 통신 단말(20)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무선 통신 단말(20)은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해 접속 망(30)으로 상기 데이터를 전송하며, 접속망(30)은 PDSN(40)을 통해 호스트(60)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에 호
스트(60)는 사용자 단말(10)이 요구하는 데이터 서비스를 상기 사용자 단말(10)에게 제공한다.

그러나, 사용자 단말(10)이 PPP를 사용함으로써 1개의 사용자 단말(10)과 1개의 무선 통신 단말(20)이 연결되고, 상기 1
개의 무선 통신 단말(20)은 PDSN(40)의 하나의 PPP 연결과 접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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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종래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의 데이터 서비스의 경우, 1개의 사용자 단말(10)이 1개의 무선 통신 단말(20)과 연결되
어 사용되므로, 고속의 무선 자원, 일례로, 2.4 Mbps의 무선 자원을 1명의 사용자가 점유하게 되어, 무선 대역폭의 낭비를
가져오는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고속의 무선 선로를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무선 통신 데이터 호 다중 접속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하나의 무선 통신 단말에 접속된 다수개의 사용자 단말이 데이터 서비스 제공 망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적절히 분배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무선 통신 단말의 데이터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사용자 단말의 개수가 무선 통신 단말의 개수보다 많을 때 사용자 단말들이 적은 수의 무선 통신
단말을 이용하여 데이터 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무선 통신 단말의 데이터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사용자가 원하는 전송 속도대로 무선 자원을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무선 통신 단말의 데이터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무선 통신 데이터 호 다중 접속 시스템은, 원하는 데이터 전송 속도에 따라
무선 자원의 할당을 제어하는 다수개의 사용자 단말과; 상기 다수개 사용자 단말을 상기 제어에 따라 1개 이상의 무선 통
신 단말에 다중 접속하는 다중 접속 시스템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무선 통신 데이터 호 다중 접속 방법은, 사용자 단말의 명령에 따라 데이터
호 다중 접속 방식을 설정하는 과정과; 다수개 사용자 단말의 송신 데이터들을 상기 다중 접속 방식에 따라 다수개의 무선
통신 단말에 접속하는 과정과; 무선 통신 단말 별로 송신 데이터들의 IP 어드레스와 송신 데이터들의 사용자 단말 어드레
스를 저장하는 과정과; 다수개 무선 통신 단말로부터 전송되는 수신 데이터들의 IP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사용자 단말 어드
레스를 무선 통신 단말 별로 검색하는 과정과; 상기 검색된 사용자 단말 어드레스로 상기 수신 데이터들을 전송하는 과정
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무선 통신 데이터 호 다중 접속 시스템의 구성을 보인다.

도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무선 통신 데이터 호 다중 접속 시스템은, 원하는 데이터 전송 속도에 따라 무선 자원의 설정을 제
어하는 다수개의 사용자 단말(100-120)과; 상기 다수개의 사용자 단말(100-120)을 1개 이상의 무선 통신 단말(300-
310)에 접속하는 다중 접속 시스템(multi access system; MAS)(200)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다중 접속 시스템(200)은, 상기 다수개 사용자 단말(100-120)과 이더넷(ethernet)이나 블루투스(bluetooth) 방식으
로 인터페이스하는 다중 매체 시스템(multi media system)(210)과; 상기 1개 이상의 무선 통신 단말(300-310)과 USB
또는 RS232C 방식으로 인터페이스하는 패킷 호 커넥션 시스템(packet call connection system)(230)과; 상기 다중 매체
시스템(210)으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다수개 사용자 단말(100-120)의 데이터를 무선 통신 단말들(300-310)에게 라우팅
하는 다중 접속 라우팅 시스템(multi access routing system)(220)을 포함한다.

상기 다중 매체 시스템(210)은, 도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다수개 사용자 단말(100-120)과 일대일로 대응되어 물리적
데이터 링크를 제어하는 다수개의 물리적 데이터 링크 제어부(physical data link control unit)(211-1)와; 상기 다수개 물
리적 데이터 링크 제어부(211-1)에서 전송되는 데이터에 대해 TCP/IP 프로토콜 기능을 수행하는 TCP/IP 제어부(212)
와; 상기 TCP/IP 제어부(212)에서 전송되는 사용자 단말(100-120)의 명령을 수행하고 응답하는 명령/응답 제어부
(command/response control unit)(214)와; 상기 TCP/IP 제어부(212)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정렬(sort) 및 버퍼링하는
데이터 제어부(213)를 포함한다.

상기 다중 접속 라우팅 시스템(220)은, 사용자 단말(100-120)의 명령에 따라 슬롯 할당 방식을 설정하고, 설정된 슬롯 할
당 방식에 따라 사용자 단말(100-120)에 슬롯을 할당하여 사용자 단말(100-120)과 무선 통신 단말(300-310)간 송수신
데이터를 라우팅한다.

도4는 사용자 단말(100-120)과 다중 접속 시스템(MAS)(200) 간 프로토콜 스택의 구성을 보인다.

하나의 사용자 단말, 일례로, 사용자 단말(100)은, 다중 접속 시스템(MAS)(200)과 이더넷이나 블루투스 방식으로 인터페
이스하기 위한 데이터 링크 계층(101)과, IP 계층(102)과, TCP 계층(103)과, 데이터서비스를 위한 일반 응용 계층
(normal application)(104)과, 다중 접속 시스템(200)을 제어하기 위한 MAS 응용 계층(MAS application)(105)을 포함한
다.

다중 접속 시스템(MAS)(200)은, 사용자 단말(100)과 이더넷이나 블루투스 방식으로 인터페이스하기 위한 데이터 링크 계
층(201)과, IP 계층(202)과, TCP 계층(203)을 다중 매체 시스템(210)에 포함하고, 무선 통신 단말(300-310)과 UBS 또
는 RS232C 방식으로 인터페이스하기 위한 데이터 링크 계층(204)과, PPP 계층(205)과, IP 계층(206)과, TCP 계층(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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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패킷 호 커넥션 시스템(230)에 포함한다. 또한 다중 접속 시스템(MAS)(200)은, 상기 사용자 단말(100)의 MAS 응용 계
층(105)과 통신하기 위한 MAS 응용 계층(208)과, 로컬 서브네트워크의 IP를 저장하고, 다중 접속 라우팅을 수행하는 다
중 접속 라우팅 계층(209)을 포함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무선 통신 데이터 호 다중 접속 시스템의 동작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필요하면, 도1의 접속망(AN)(30), PDSN(40), 인터넷(50) 및 호스트(60)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사용자 단말(100-130)은,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사용자로부터 명령을 수신하면, 사용자 단말(100-130)의 MAS 응용 계
층(105)이 다중 접속 시스템(200)의 MAS 응용 계층(208)에 명령을 전송하여 다중 접속 시스템(200)의 슬롯 할당 방식을
설정할 수 있다.

슬롯 할당 방식은 일대일 할당 방식과 공통 분할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일대일 할당 방식은, 사용자 단말과 무선 통신 단
말을 일대일로 연결하여 라우팅하는 방식이다. 공통 분할 방식은, 사용자 단말의 데이터를 다수개의 무선 통신 단말로 라
우팅하는 방식으로서, 빈 슬롯이 있으면 사용자 단말의 데이터를 할당하는 방식이다. 공통 분할 방식은, 사용자 단말의 개
수가 무선 통신 단말의 개수보다 많을 때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이 공통 분할 방식은, 때에 따라서는, 일례로, 다른 사용
자 단말들은 통신 상태가 아니고 어느 사용자 단말이 보낼 데이터가 많을 경우, 그 사용자 단말이 여러 개의 무선 통신 단
말을 독점할 수 있도록 사용될 수도 있다.

도6은 공통 분할 방식에 따라 다중 접속 라우팅 시스템(220)이 슬롯을 할당하는 방법을 보이는 도면이다.

도6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버퍼링부는 사용자 단말과 일대일 되며, 제1 버퍼링부는 사용자 단말(100)로부터 전송된 데이
터(패킷)를 버퍼링하고, 제2 버퍼링부는 사용자 단말(110)로부터 전송된 패킷을 버퍼링한다. 제1 버퍼링부의 버퍼1-1은
사용자 단말(100)로부터 전송된 첫번째 패킷을 버퍼링하고, 버퍼1-n은 사용자 단말(100)로부터 전송된 n번째 패킷을 버
퍼링한다.

또한 각 무선 통신 단말(300)(310)(320(도2에는 미도시))과 일대일 대응되는 물리적 슬롯(physical slot)(mobile
1)(mobile 2)(mobile k)이 있고, 각 물리적 슬롯은 m개의 타임 슬롯((slot1-1)-(slot1-m))((slot2-1)-(slot2-
m))((slot3-1)-(slot3-m))을 갖는다.

이때, 다중 접속 라우팅 시스템(220)은, 라운드로빈(round robin) 방식으로 제1 버퍼링부로부터 제3 버퍼링부까지 차례로
패킷을 인출하고 인출된 패킷을 인출된 순서대로 물리적 슬롯(mobile1)의 각 타임 슬롯에 매핑(mapping)한다. 즉, 하나의
물리적 슬롯(mobile 1)의 타임 슬롯들이 다 차면, 다음 인출되는 패킷은 다음 물리적 슬롯(mobile 2)의 첫번째 타임 슬롯
에 할당되는 방식으로 타임 슬롯들이 할당된다.

각 무선 통신 단말(300-320)의 타임 슬롯이 할당되면, 다중 접속 라우팅 시스템(220)은, 각 무선 통신 단말(300-320) 별
로 상기 패킷의 목적지 IP 어드레스와 발신지 데이터 링크 어드레스를 저장한다.

따라서 동일한 사용자 단말(100)로부터 전송된 패킷들이라 하더라도 다수개의 무선 통신 단말(300)(310)(320)을 통해 공
중으로 송신된다.

이렇게 공통 분할 방식은, 다수개의 사용자 단말(100-120)이 모든 무선 통신 단말(300-320)을 통해 패킷을 전송할 수 있
으므로, 하나의 무선 연결(connection)을 다수개의 사용자 단말(100-120)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사용자 단말(100-120)이 무선 통신 단말(300-310)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도5는 사용자 단말(100-120)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했을 때 다중 접속 시스템(200)의 동작을 보이는 흐름도이다.

사용자 단말(100-120)로부터 다중 접속 시스템(200)에 데이터가 전송되면(S11), 다중 접속 시스템(200)의 다중 매체 시
스템(210)은, 다중 접속 시스템(200)의 상태나 슬롯 할당 방식을 제어하기 위한 MAS 명령인 지를 확인한다(S12).

상기 전송된 데이터가 MAS 명령이면, 명령/응답 제어부(214)는 MAS 명령을 수행한다. MAS 명령이 다중 접속 시스템
(200)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명령이면, 명령/응답 제어부(214)는 다중 접속 시스템(200)의 상태를 사용자 단말
(100-120)로 디스플레이한다. 이때, 다중 접속 시스템(200)은 요구한 사용자 단말로 상태 디스플레이를 수행할 수도 있
고, 모든 사용자 단말(100)에게 상태 디스플레이를 수행할 수도 있다.

상기 MAS 명령이 슬롯 할당 방식 제어를 위한 명령이면, MAS 명령에 따라 슬롯 할당 방식을 설정한다(S13).

다중매체 시스템(210)은, 상기 전송된 데이터가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일반(normal) 데이터이면, 데이터 제어부(213)에
사용자 단말(100-120)별로 정렬한 후 버퍼링한다.

다중 접속 시스템(200)은, 설정된 슬롯 할당 방식을 확인하고(S14), 설정된 슬롯 할당 방식에 따라, 각 사용자 단말(100-
120)의 데이터들을 해당 무선 통신 단말의 타임 슬롯에 할당한다(S15). 이때 다중 접속 시스템(200)의 다중 접속 라우팅
시스템(220)은, 슬롯 할당된 데이터의 목적(destination) IP 어드레스와, 그 데이터를 송신한 사용자 단말의 데이터 링크
어드레스를, 무선 통신 단말 별로 IP 어드레스 테이블에 저장한다. 사용자 단말(100-120)로부터 무선 통신 단말(300-
310)로 데이터가 송신될 때는 TCP/IP를 기반으로 송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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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다중 접속 시스템(200)은, 데이터 서비스 사용자의 명령에 의해 슬롯 할당 방식을 변경하고, 다수개의 사용자 단말
(100-120)이 전송하는 데이터를 다수개의 무선 통신 단말(300-310)을 통해 접속망(30)으로 송신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무선 통신 단말(300-310)이 접속망(AN)(30)으로부터 수신한 데이터를 사용자 단말(100-120)로 라우팅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도7은 무선 통신 단말(300-310)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했을 때 다중 접속 시스템(200)의 동작을 보이는 흐름도이다.

하나의 무선 통신 단말 일례로, 무선 통신 단말(300)로부터 데이터가 수신되면(S21), 다중 접속 시스템(200)의 다중 접속
라우팅 시스템(220)은, 전체의 모든 IP 어드레스 테이블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무선 통신 단말(300)의 IP 어드
레스 테이블을 검색하여 상기 수신된 데이터에 포함된 IP 어드레스가 있는 지를 확인한다(S22). 현재의 무선 통신 단말
(300)의 IP 어드레스 테이블을 우선 먼저 검색하는 것은, 데이터를 송신한 무선 통신 단말(300)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할 가
능성이, 다른 무선 통신 단말(310)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할 가능성보다 높기 때문이다.

상기 수신된 데이터의 IP 어드레스가 현재의 무선 통신 단말(300)의 IP 어드레스 테이블에 있으면, 다중 접속 라우팅 시스
템(220)은, 그 IP 어드레스 테이블로부터 검색된 상기 IP 어드레스의 데이터 링크 어드레스를 얻고(S23), 그 데이터 링크
어드레스에 해당되는 사용자 단말로 상기 수신된 데이터를 송신한다(S24). 사용자 단말(100-120)과 다중 접속 시스템
(200) 간 연결이 이더넷이나 블루투스 방식이므로, 다중 접속 시스템(200)은 데이터 링크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사용자 단
말(100-120)을 구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무선 통신 단말(300)의 IP 어드레스 테이블에 상기 수신된 데이터의 IP 어드레스가 있지 않으면, 다중 접속
라우팅 시스템(220)은, 다른 IP 어드레스 테이블을 검색한다(S25).

그래서 상기 수신된 데이터의 IP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상기 수신된 데이터의 목적지인 사용자 단말의 데이터 링크 어드레
스를 얻을 수 있으면(S26), 다중 접속 라우팅 시스템(220)은 그 해당 사용자 단말로 상기 수신된 데이터를 송신한다(S24).

따라서, 다중 접속 라우팅 시스템(220)이 사용자 단말(100-120)의 데이터 링크 어드레스를 찾는 메시지를 사용자 단말들
(100-120)에게 보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다중 접속 시스템(200)은 다수개의 무선 통신 단말(300-310)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데이터 링크 어드레스를 이
용하여 해당 사용자 단말로 전송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무선 통신 데이터 호 다중 접속 시스템 및 방법은, 다수개의 사용자 단말이 무
선 통신 단말의 데이터 호를 다중 억세스할 수 있으므로 고속의 무선 선로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본 발명은 하나의 무선 통신 단말에 접속된 다수개의 사용자 단말이 데이터 서비스 제공 망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적
절히 분배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본 발명은 무선 통신 데이터 호의 다중 접속 방식을 데이터 서비스의 사용자에 의해 변경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본 발명은 데이터 서비스의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무선 자원의 사용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본 발명은 원하는 전송 속도에 따라 무선 통신 단말을 필요한 개수만큼 점유하여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효과
가 있다.

본 발명은 사용자 단말의 개수가 무선 통신 단말의 개수보다 많을 때에도 적은 수의 무선 통신 단말을 이용하여 데이터 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본 발명은 특별한 설정이나 제어없이 기존 LAN 사용의 경우와 동일하게 무선 통신 단말이나 사용자 단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원하는 데이터 전송 속도에 따라 무선 자원의 할당을 제어하는 다수개의 사용자 단말과;

상기 다수개 사용자 단말을 그 사용자 단말에서의 제어에 따라 슬롯 할당을 통해 1개 이상의 무선 통신 단말에 다중 접속
하는 다중 접속 시스템(multi access system; MAS)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데이터 호 다중 접
속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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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다중 접속 시스템은,

상기 다수개 사용자 단말과 이더넷이나 블루투스 방식으로 인터페이스하는 다중 매체 시스템과;

상기 1개 이상의 무선 통신 단말과 USB 또는 RS232C 방식으로 인터페이스하는 패킷 호 커넥션 시스템과;

상기 다중 매체 시스템으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다수개 사용자 단말의 데이터를 무선 통신 단말들에게 슬롯 할당 방식에 따
라 라우팅하는 다중 접속 라우팅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데이터 호 다중 접속 시스템.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슬롯 할당 방식은,

상기 다수개의 사용자 단말에 의해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데이터 호 다중 접속 시스템.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다중 매체 시스템은,

상기 다수개 사용자 단말과 일대일로 대응되어 물리적 데이터 링크를 제어하는 다수개의 물리적 데이터 링크 제어부와;

상기 다수개 물리적 데이터 링크 제어부에서 전송되는 데이터에 대해 TCP/IP 프로토콜 기능을 수행하는 TCP/IP 제어부
와;

상기 TCP/IP 제어부에서 전송되는 사용자 단말의 명령을 수행하고 응답하는 명령/응답 제어부와;

상기 TCP/IP 제어부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정렬(sort) 및 버퍼링하는 데이터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
선 통신 데이터 호 다중 접속 시스템.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다중 접속 라우팅 시스템은,

사용자 단말의 명령에 따라 슬롯 할당 방식을 설정하고, 설정된 슬롯 할당 방식에 따라 사용자 단말에 슬롯을 할당하여 사
용자 단말과 무선 통신 단말간 송수신 데이터를 라우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데이터 호 다중 접속 시스템.

청구항 6.

사용자 단말의 명령에 따라 데이터 호 다중 접속 방식을 설정하는 과정과;

다수개 사용자 단말의 송신 데이터들을 상기 다중 접속 방식에 따라 다수개의 무선 통신 단말에 접속하는 과정과;

무선 통신 단말 별로 송신 데이터들의 IP 어드레스와 송신 데이터들의 사용자 단말 어드레스를 저장하는 과정과;

다수개 무선 통신 단말로부터 전송되는 수신 데이터들의 IP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사용자 단말 어드레스를 무선 통신 단말
별로 검색하는 과정과;

상기 검색된 사용자 단말 어드레스로 상기 수신 데이터들을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데이터 호 다중 접속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개의 무선 통신 단말에 접속하는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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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단말 별 송신 데이터를 상기 다중 접속 방식에 따라 무선 통신 단말 별 타임 슬롯에 할당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데이터 호 다중 접속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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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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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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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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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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