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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선 모뎀과 통신 장치간의 무선 링크를 자동으로설정하는 방법

요약

통신 장치와 무선 모뎀 사이에 제1 무선 링크가 자동적으로 설정되어, 전자 메시지들이 제1 무선 링크 및 무선 모뎀과 데이

터 네트워크 사이의 제2 링크를 통해 통신 장치와 데이터 네트워크 사이에 쉽게 자동적으로 전송될 수 있다. 통신 장치와

무선 모뎀 각각은 전자 메시지가 전송될 것인지를 자동적으로 판정한다. 통신 장치와 무선 모뎀중 하나가 전자 메시지가

전송될 것이라고 판정하면, 통신 장치와 무선 모뎀중 상기 판정한 하나는 페이지 신호를 통신 장치와 무선 모뎀중 다른 하

나에 송신한다. 통신 장치와 무선 모뎀중 다른 하나가 상기 페이지 신호를 수신하고 응답하면, 제1 무선 링크가 설정된다.

그런 다음 전자 메시지가 제1 무선 링크와 제2 링크를 통해 통신 장치와 데이터 네트워크 사이에 전송된다. 통신 장치는 랩

탑 컴퓨터와 같은 휴대형 컴퓨터일 수 있고, 무선 모뎀은 셀룰러 또는 PCS폰 등에 내장될 수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통신 장치, 무선 모뎀, 무선 링크, 페이징 신호, 메시징 트랜잭션, 모니터링, 무선 링크의 자동 재동기화, 재설정, 재활성화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통신 시스템 분야에 관한 것으로, 특히 컴퓨터와 같은 장치와 데이타 네트워크에 링크된 무선 모뎀

간의 통신 링크에 관한 것이다.

전자 메일(e-mail), 음성 메일 및 팩시밀리(FAX)는 매우 보편적인 통신 서비스가 되었다. 이러한 통신을 제공할 때에는,

사용자의 이동성을 향상시키는 것: 즉, 사용자가 유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데이타 네트워크에 접

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용자가 e-메일, 음성 메일 및 화상 메일 메시지를 쉽게 전송 및 수신할 수

있도록 하고 "인포-캐스트(info-casts)"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포-캐스트는 주식 시세, 일기 예보

및 스포츠 스코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며, Poinscast와 같은 회사에 의해서 상용화되어 있다.

사용자의 이동성을 향상시키는 문제에 대한 초기의 솔루션으로는 랩탑 컴퓨터와 같은 휴대용 컴퓨터에 내부 또는 외부 모

뎀을 접속시키는 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솔루션에서는 사용자가 전화기 잭 또는 다른 케이블 접속을 배치한 후 모뎀과 전

화기 잭 사이에 케이블을 접속시킴으로써 컴퓨터를 데이타 네트워크에 물리적으로 접속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컴퓨터

를 데이타 네트워크에 물리적으로 접속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거나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통상적으로 PCMCIA(Personal Computer Memory Card International Association) 카드 형태의 무선 모뎀이

도입되어, 사용자가 셀룰러 및 퍼스널 통신 시스템(PCS)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을 액세스할 수 있게 되었다. 몇몇 경우에

는, 셀룰러 디지탈 패킷 데이타(CDPD)와 같은 기술이 사용된다. 도 1은 이러한 종류의 통상적인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도 1에서, 내부 PCMCIA 카드(도시되지 않음)를 구비한 랩탑 컴퓨터(100)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140)에 접속된다.

PCMCIA 카드는 무선 링크(105)를 통해 무선 네트워크(110)에 링크되어 있다. 네트워크(110)는 예를 들어, 셀룰러 또는

PCS 네트워크일 수 있으며, 링크(120)를 통해 공중 교환 전화망(PSTN;130)에 링크되며, PSTN(130)은 인터넷 서비스 제

공자(140)에 접속된다. 이러한 구성으로 인해 랩탑 컴퓨터(100)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140)간에 전자 메시지 전송이 가

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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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MCIA 무선 모뎀을 구비한 휴대용 컴퓨터를 사용하여 "오프-라인"으로 생성된 (즉, 컴퓨터가 데이타 네트워크에 접속되

지 않은 경우) 큐잉된 e-메일 또는 음성 메일 메시지를 자동 검색하고 배치 전송(batch transmission)하는 것이 상업적으

로 이용가능하다. 텍스트-음성 기술은 사용자가 메시지를 휴대용 컴퓨터에 타이핑함으로써 음성 메일 메시지를 생성할 수

있게 한다.

상업적으로 사용가능한 시스템은, 랩탑 컴퓨터(100)에 작동이 개시될 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접속된 경우 새로운 메

일을 자동으로 검사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전자 메시지들을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다. 이 소프트웨어

는 또한 소정의 스케줄에 따라 새로운 메일을 자동으로 주기적으로 검사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전자 메시지들은 즉시 전송되거나, 또는 나중에 사용자의 단말기가 데이터 네트워크와 연결될 때 보내기 위해 큐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의의 비전송된 그러나 큐잉된 메시지들은 프로그램이 인입 메시지들을 체크하게 되는 다음번에 전송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이 사용자에게 주는 이점은 지루함을 줄이고 편의를 향상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PCMCIA 무선 모뎀의 주요한 단점은, 이들이 휴대용 컴퓨터 내부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사용자가 음성만

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기를 원하더라도, 휴대용 컴퓨터를 가지고 다녀야만 한다.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자들은

별도의 무선 전화기를 사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

별도의 무선 전화기를 사고, 이것을 컴퓨터에 접속하기를 원하는 사용자들은 여전히 다른 난점들에 부딪친다. 컴퓨터와 전

화기 사이에 직접 케이블을 접속하는 가장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면, 사용자가 무선 데이터 서비스 네트워크에 액세스하기

를 원할 때마다 수동으로 케이블을 접속해야 한다. 이동 전화기와 노트북 컴퓨터와 같은 휴대용 컴퓨터 사이의 IR 링크들

이 상용되고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난점들을 극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링크들은 항상 이용 가능하거나 또는

편리하지는 않은 탁트인 시야 라인의 전송 경로를 필요로 한다.

또한, 상용의 솔루션들은 컴퓨터와 전화기가 무선 링크 범위 밖에 있었다가 그 후 무선 링크 범위 내로 들어오게 될 때 무

선 링크의 자동 재동기화 및 재설정이나 또는 재활성화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상용의 솔루션들은 컴퓨터와 전화

기가 무선 링크의 범위 안팍으로 이동되거나 서로에 대해 이동될 때 전자 메시지들을 전송하지 못한다.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통신 장치와 무선 모뎀 사이의 무선 링크를 자동적으로 설정하거나 활성화하는 시

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이점들을 주어, 전자 메시지들이 통신 장치와 데이터 네트워크 사이에서 용이하게 자동적으로 전

송될 수 있게 한다.

본 발명은 통신 장치와 무선 모뎀이 무선 링크 범위 안팍으로 또는 서로에 대해 이동하는 경우에 특히 유용하다. 무선 모뎀

과 통신 장치 사이의 무선 링크가 설정되거나 활성화된 후, 전자 메시지들은 자동적으로 통신 장치와 데이터 네트워크 사

이에서 전송된다. 이 메시지 전송은 무선 모뎀과 데이터 네트워크 사이의 무선 링크나 또는 링크를 통해 사용자에게 투명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특히, 통신 장치와 무선 모뎀 중 하나가 전자 메시지가 통신될 것이라고 판정하면, 페이지 신호를 통신 장치와 무선 모뎀

중 다른 하나에 송신한다. 통신 장치와 무선 모뎀 중 다른 하나가 페이지 신호를 수신하고 응답을 하면, 통신 장치와 무선

모뎀 사이에 제1 무선 링크가 설정되거나 할성화된다. 그런 다음, 전자 메시지는 설정된 무선 링크 및, 무선 모뎀과 데이터

네트워크 사이의 제2 링크를 사용하여 통신 장치와 데이터 네트워크 사이에 전송된다. 무선 모뎀과 데이터 네트워크 사이

의 제2 링크는 PSTN을 포함한다.

통신 장치는, 예를 들어, 랩탑 컴퓨터와 같은 휴대용 컴퓨터일 수 있고, 무선 모뎀은 무선 전화기 내에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발명은 휴대용 컴퓨터와 데이터 네트워크 사이에 무선 전화기를 통해 사용자에게 편리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자동

적인 전자 메시지 전송을 허용한다. 또한, 컴퓨터와 무선 전화기는 개별적으로 동작 가능하다. 무선 전화기는 셀룰러 폰,

PCS 폰, 위성 폰, 또는 다른 적당한 무선 폰일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들과 이점들은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다음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설명을 통해 명백해질 것이

다. 첨부 도면들은 본 발명의 원리들을 예시적인 방식으로 나타낸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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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퍼스널 컴퓨터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접속하는 통상의 시스템의 블럭도.

도 2는 퍼스널 컴퓨터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접속하는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의 블럭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 휴대용 컴퓨터와 무선 전화기 사이에 무선 링크를 설정하는 프로세스를 나타낸 제1 순서도.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라 휴대용 컴퓨터와 무선 전화기 간에 무선 링크를 설정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나타낸 제2

순서도.

실시예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시하는 블럭도로, 여기에서 통신 장치는 랩탑 컴퓨터(110)이고 무선 모뎀은 무선

전화기(300)이다.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랩탑 컴퓨터(110)는 무선 링크(305)를 통해 무선 전화기(300)와 통신한다. 무

선 전화기(300)는 기지국(310)에 링크되어 있으며, 기지국(310)은 PSTN(130)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370)와 같

은 데이터 네트워크에 접속한다. 무선 링크(305)는 바람직하게 2.4 ㎓ 범위의 무선 주파수 신호를 사용하여 구현되지만,

또한, 예를 들어, 저주파수 신호를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당해 기술분야의 숙련자는 무선 링크(305)가 본 발명에서 논의되지 않은 통상적으로 이용가능한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중

임의의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다음 실시예는 본 발명의 몇 가지 동작 특징을 나타낼 것이다. 한 여성이 호텔에 체크인한 다음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밖

에 나간다. 그녀는 랩탑 컴퓨터를 호텔 객실에 놓아두고 셀룰러 전화기만을 식당에 가지고 간다. 잠시후, 그녀는 셀룰러 전

화기를 가지고 호텔 객실로 돌아온다. 호텔 객실로 그녀가 돌아온 후 어떤 시점에서, 컴퓨터 또는 셀룰러 전화기 상에 상주

하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는, 그녀가 선택한 옵션에 따라 들어오는 신규 메시지의 점검 요청을 트리거한다. 예를 들

어, 그녀는 매 1분마다 신규로 들어오는 메시지들을 점검하도록 메시징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설정하였을 수도 있

다. 메시징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상주하는 장치는 다른 장치에 페이지 신호를 전달하고, 두개의 장치는 무선 링크를

설정한다. 다음에 셀룰러 전화기는 실행 메시지 서비스 액세스 번호를 다이얼하여 신규 메시지를 점검한다. 이때 임의의

신규 메시지는 셀룰러 전화기와 무선 링크를 통해 랩탑 컴퓨터에 다운로드된다. 또한, 만일 랩탑 컴퓨터가 송신할 메시지

들을 큐잉하였다면, 이들은 무선 링크와, 셀룰러 전화기와 메시지 서비스 제공자 간의 링크를 통해 랩탑 컴퓨터로부터 메

시지 서비스 제공자에 자동적으로 송신된다. 메시지는 e-메일 메시지, 음성 메일 메시지, FAX 메시지 등일 수 있다.

본 발명의 특징에 따르면, 통신 장치와 무선 모뎀 간의 무선 링크는, 통신 장치와 무선 모뎀 장치 중의 하나가 다른 장치로

부터 송신된 페이지 신호에 응답하면 설정되거나 활성화된다. 그 후, 무선 모뎀과 데이타 네트워크 간의 링크가 설정되고,

다음에 전자적 메시지가 종래의 방식으로 전송될 수 있다. 메시징 트랜잭션이 완료하면, 링크가 단절되고 통신 장치와 무

선 모뎀은 디폴트 대기 상태로 복귀한다.

메시징 트랜잭션은 통신 장치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간의 메시지들의 전송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메시징 트랜잭션

은 또한 어떠한 메시지도 전송되지 않을 때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통신 장치에 전송될

메시지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접속할 수 있다. 만일 이와 같은 메시지들이 없고, 통신

장치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송할 어떠한 메시지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고 메시징 트랜잭션

이 완료된다.

무선 링크가 설정된 후의 메시지 전송 프로세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당해 기술분야의 숙련자에게 명백할 것이므로 본 명

세서에서는 상세히 설명하지 않을 것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통신 장치와 무선 모뎀 모두는 동일한 디폴트 대기 상태를 갖는다. 통신 장치가 디폴트 대

기 상태에 있을 때, 통신 장치는 무선 모뎀에 어떠한 신호도 송신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디폴트 대기 상태는 통신 장치가

무선 모뎀에 페이지 신호를 송신하여야 한다고 판정하거나 또는 통신 장치가 무선 모뎀으로부터 페이지 신호를 수신하면

종료한다. 무선 모뎀이 디폴트 상태에 있으면, 이는 통신 장치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한다. 디폴트 대기 상태는 두가

지 이유로 무선 모뎀과 통신 장치 모두에 대해 대칭적이다. 첫째, 상술한 바와 같이, 메시징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각

각의 장치에 상주할 수 있는데, 이는 어느 한 장치가 소정의 메시지 전송 또는 트랜잭션으로 다른 장치를 페이지함으로써

무선 링크의 설정 또는 활성화를 초기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번째, 사용자는 메시지 트랜잭션을 수동으로 초기

화할 때 동일한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항상 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통신 장치가 랩탑 컴퓨터이고 무선 모뎀이 이동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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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이면, 어떤 경우에 사용자는 랩탑 컴퓨터 상의 프로그램으로부터 명령을 발행함으로써 e-메일을 점검하기를 원할 수

있다. 다른 경우에 사용자는 전화기 키패드를 사용하여 이동 전화기로부터 직접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호출하여 e-메일

을 점검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만일 검색할 메시지가 존재하면, 전화기는 랩탑 컴퓨터에 페이지 신호를 전송하여 메시지

가 랩탑 컴퓨터에 전송될 수 있도록 무선 링크를 설정하거나 또는 활성화시킨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통신 장치와 무선 모뎀 간의 디폴트 대기 상태는, 각각의 장치가 페이지 신호를 리슨

(listen)하기 위해 그 링크 트랜시버를 주기적으로 또는 랜덤하게 그리고 일시적으로 전원 온하는 저전력 대기 상태이다.

예를 들어, 페이지 신호는 페이지되고 있는 장치의 액세스 코드일 수 있다.

사용자는 통신 장치와 무선 모뎀중의 하나 또는 이들 모두에 상주하는 메시징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설정함으로써

자동 메시지 트랜잭션이 수행되는 방법을 제어할 수 있다. 즉, 사용자는 자동 메시징 트랜잭션의 성능을 제어하는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 메시지의 자동 검색을 위한 논리 선택은 통신 장치의 전원/부스트 업, 또는 예를 들어 주기적으로 10분마

다 지정된 간격일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메시징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상술한 바와 같이 인입 메시지를 점검할 때

마다 큐잉된 메시지를 자동적으로 송신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메시징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는 통신 장치로부터 보내질 큐된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설정될 수

있다. 만일 점검 결과, 소프트웨어가 큐잉된 메시지들이 존재하고 송신되어야 한다고 판정하면, 이때 소프트웨어는 메시지

전송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단계들을 수행한다. 이 단계들은, 예를 들어, 무선 링크를 설정하기 위해 통신 장치를 페이지하

는 것을 포함한다. 다른 시나리오에서, 데이타 네트워크는 통신 장치와 무선 모뎀중의 하나에 신규 메시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장치는 다른 장치를 자동적으로 페이지하여 무선 링크를 설정하여 메시지 전송을 개시한다.

예를 들어, 데이타 네트워크는 무선 모뎀을 호출하고, 무선 모뎀은 통신 장치를 호출한다.

통신 장치와 무선 모뎀은 또한 메시징 트랜잭션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요청되지 않더라도 상호 자동적으로 동기화하도록

설정될 수 있다. 이는 특정 조건하에서, 예컨대, 전원 온시에, 또는 특정 시각에, 또는 특정 시간 간격으로 각각의 장치가 다

른 장치를 자동적으로 호출하는 것을 시도하게 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특징에 따르면, 사용자는 이 조건들을

지정할 수 있다. 만일 어떠한 메시징 트랜잭션도 필요하지 않다면, 두개의 장치는 단순히 대기 상태로 복귀한다. 이와 같은

방법은 그 순간에 메시징 트랜잭션이 필요하지 않을지라도, 두개의 장치가 상호의 존재를 "인식"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

다. 이와 같은 컨피그레이션은, 일반적으로 메시징 트랜잭션이 필요할 때에만 통신 장치와 무선 모뎀 간의 무선 링크가 설

정되거나 활성되는 컨피그레이션보다 전력면에서 보다 덜 효율적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특징에 따라 랩탑 컴퓨터(100)와 무선 전화기(300) 간에 무선 링크(410)를 설정하거나 활성화시키는 방

법을 도시하는 순서도이다.

특히, 도 3에 나타낸 순서도는 랩탑 컴퓨터(100)와 무선 전화기(300) 각각에 개별적으로 그리고 균등하게 적용된다. 따라

서, 순서도는 무선 전화기(300)와 유사한 기능을 설명한다는 이해하에 랩탑 컴퓨터(100)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단계(500)에서, 랩탑 컴퓨터(100)는 대기 모드에 있다. 단계(500)로부터, 이 방법은 경과 시간을 점검하는 단계(505)로 진

행한다. 만일 경과 시간이 선정된 값 T보다 크면, 랩탑 컴퓨터(100)가 무선 전화기(300)로부터의 페이지 신호를 점검하는

단계(535)로 진행한다. 단계(535)로부터, 이 방법은 컴퓨터(100)가 무선 전화기(300)가 페이지 신호를 랩탑 컴퓨터(100)

로 전송하고 있는지를 판정하는 단계(540)로 진행한다. 만일 전화기(300)가 페이지 신호를 컴퓨터(100)로 송신하면, 상기

방법은 컴퓨터(100)가 전화기(300)로부터의 페이지 신호에 응답하고, 컴퓨터(100)와 전화기(300) 간의 링크를 설정하고

전자 메시지들의 전송을 개시하는 단계(545)로 진행한다. 단계(545)로부터, 상기 방법은 컴퓨터(100)가 단계(545)에서

개시된 전송이 완료하였는지를 판정하는 단계(550)로 진행한다. 이 방법은 전송이 완료될 때까지 단계(550)에 머물고, 다

음에 컴퓨터(100)가 대기 모드에 진입하는 단계(500)로 복귀한다.

만일 단계(505)에서 선정된 주기가 경과하지 않았으면, 상기 방법은 단계(510)로 진행한다. 단계(510)에서, 컴퓨터(100)

는 전자 메시지가 전송되어야 되는 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만일 단계(510)에서 컴퓨터가 전자 메시지를 전송할 필요가 없

다고 판정하면, 상기 방법은 컴퓨터(100)가 대기 모드에 진입하는 단계(500)로 복귀한다. 만일 단계(510)에서 컴퓨터

(100)가 전자 메시지가 전송되여야 한다고 판정하면, 상기 방법은 컴퓨터(100)가 페이지 신호를 전화기(300)로 송신하는

단계(515)로 이동한다. 단계(515)로부터, 상기 방법은 전화기(300)가 페이지 신호를 응답하였는지의 여부를 컴퓨터(100)

가 판정하는 단계(520)로 이동한다.

만일 전화기(300)가 신호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이때 방법은 단계(520)에서, 컴퓨터(100)가 대기 상태로 복귀하는 단계

(500)로 이동한다. 만일 전화기(300)가 페이지 신호에 응답하였다면, 이때 방법은 단계(520)에서, 컴퓨터(100)와 전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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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간에 링크를 설정하고 전자 메시지들의 전송을 개시하는 단계(525)로 이동한다. 단계(525)로부터, 상기 방법은 컴

퓨터(100)가 단계(525)에서 시작된 전송이 완료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530)로 진행한다. 이 방법은 전송이 완

료될 때까지 단계(530)에 대기한 다음, 컴퓨터(100)가 대기 모드에 진입하는 단계(500)로 복귀한다.

만일 단계(540)에서 전화기(300)가 컴퓨터(100)로 페이지 신호를 송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컴퓨터(100)가 판단하면,

이때 방법은 단계(510)로 이동하고 상술한 바와 같이 진행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라 랩탑 컴퓨터(100)와 무선 전화기(300) 간에 무선 링크(410)를 설정하는 방법을 도시

하는 순서도이다.

도 3의 순서도와 같이, 도 4에 도시한 순서도는 랩탑 컴퓨터(100)와 무선 전화기(300) 각각에 개별적으로 그리고 균등하

게 적용된다. 따라서, 도 4의 순서도는 무선 전화기(300)와 유사한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랩탑 컴퓨터(100)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단계(600)에서, 랩탑 컴퓨터(100)는 대기 모드에 있다. 단계(600)로부터, 이 방법은 경과 시간을 점검하는 단계(605)로 이

동한다. 만일 경과 시간이 선정된 값 U 미만이면, 이때 방법은 단계(605)에서, 컴퓨터(100)가 대기 상태에 진입하는 단계

(600)로 이동한다. 만일 경과 시간이 선정된 값 U이상이면, 상기 방법은 랩탑 컴퓨터(100)가 무선 전화기(300)로부터의

페이지 신호를 점검하는 단계(610)로 이동한다. 단계(610)로부터, 상기 방법은 컴퓨터(100)가, 무선 전화기(300)가 페이

지 신호를 랩탑 컴퓨터(100)로 송신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615)로 이동한다. 만일 전화기(300)가 페이지

신호를 컴퓨터(100)로 송신하고 있지 않으면, 이때 방법은 컴퓨터(100)가 페이지 신호를 전화기(300)로 송신하는 단계

(625)로 이동한다. 단계(625)로부터, 상기 방법은 컴퓨터(100)가, 전화기(300)가 페이지 신호에 응답했는지의 여부를 판

정하는 단계(630)로 이동한다.

만일 전화기(300)가 신호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이때 방법은 단계(630)에서, 컴퓨터(100)가 대기 상태로 복귀하는 단계

(600)로 이동한다. 만일 전화기(300)가 페이지 신호에 응답하였다면, 상기 방법은, 단계(630)에서, 컴퓨터(100)와 전화기

(300) 간의 링크를 활성화하는 단계(635)로 이동한다. 단계(635)로부터, 상기 방법은 메시지를 전송하여야 할 지 또는 신

규 메시지를 점검하여야 할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640)로 이동한다.

만일 단계(640)에서 메시지 전송 또는 신규 메시지 점검도 수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상기 방법은 단계(640)에서, 컴퓨

터(100)가 대기 상태로 복귀하는 단계(600)로 이동한다. 만일 메시지가 전송되거나 점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 이때 방

법은 단계(645)로 이동하고, 메시지 트랜잭션을 실행하는데, 여기서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점검하는데 필요한 동작이 수행

된다. 단계(645)로부터, 상기 방법은 단계(650)로 이동한다. 단계(650)에서, 컴퓨터(100)와 전화기(300) 간의 링크가 종

료되고, 상기 방법은 단계(650)에서, 컴퓨터(100)가 대기 상태로 복귀하는 단계(600)로 이동한다.

만일 단계(615)에서, 컴퓨터(100)가 무선 전화기(300)가 페이지 신호를 랩탑 컴퓨터(100)로 송신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이때 방법은 컴퓨터(100)가 전화기(300)로부터의 페이지 신호에 응답하는 단계(620)로 이동한다. 단계(620)로부터, 상기

방법은 단계(635)로 이동하고 상술한 바와 같이 계속한다.

도 3 및 도 4의 순서도는, 특히 사용자가 트랜잭션을 수동으로 개시하고 응답을 대기할 때, 호출된 장치가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에러 메시지, 사용자에의 통지 등과 같은 세부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더욱이, 당해 기술분야의 숙련자는 무선 링크가 무선 주파수 링크, IR 링크, 자기 링크, 초음파 링크, 또는 다른 적합한 무선

링크중의 임의의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또한, 통신 장치는 랩탑 컴퓨터일 필요는 없지만, 대신에 애플 컴퓨터

의 Newton Message Pad 또는 임의의 다른 적합한 전용 통신 장치일 수 있다. 기술분야의 숙련자는 무선 모뎀은 다양한

무선 전화기중 임의의 전화기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무선 모뎀은 예를 들어 셀룰러 또는 PCS 전화기, 또는 위

성 전화기와 같은 서로 다른 종류의 이동 전화기일 수 있다.

기술분야의 숙련자는 또한, 무선 모뎀은 랩탑 컴퓨터 또는 무선 전화기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예를 들어, 무선

모뎀은 랩탑 컴퓨터에 놓일 수 있고, 전화기는 무선 링크를 거쳐 지능적 다이얼링(intelligent dialing)과 같은 기능을 수행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과 같이 두개의 통신 장치(즉, 랩탑 컴퓨터와 무선 전화기)가 페이지 신호를 전송하는 행

위가 바람직하지 않거나 금지되는 상황하에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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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본 발명이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상세히 기술되었지만, 기술분야의 숙련자는 본 발명을 벗어나지 않고 다양하

게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모든 등가물을 포괄하도록 의도된 다음 특허청구범위에 의해서만

한정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자 메시지들을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1 및 제2 통신 장치들 각각에서, 상기 제1 및 제2 통신 장치들 중 상대쪽으로부터의 페이징 신호를 모니터링하는 단계 -

상기 페이징 신호는 상기 제1 및 제2 통신 장치들 사이에 제1 무선 링크가 필요함을 지시함 - ;

상기 페이징 신호를 수신한 후, 상기 제1 무선 링크를 활성화하는 단계; 및

메시징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통신 장치 중에서 메시징 트랜잭션이 수행될 적어도 하나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및 제2 장치 중에서 상기 결정된 하나로부터 상기 제1 및 제2 통신 장치 중 다른 하나로 상기 페이징 신호를 송신

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통신 장치 중 상기 다른 하나가 상기 페이징 신호에 수신 확인 응답할 때까지, 상기 제1 및 제2 통신 장치

중 상기 다른 하나에 상기 페이징 신호를 반복적으로 송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 단계는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조건들을 기초로 수행되는 방법.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등록특허 10-0538198

- 7 -



상기 결정 단계는 주기적으로 수행되는 방법.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무선 링크를 활성화하는 단계는, 상기 제1 및 제2 통신 장치 중 상기 다른 하나가 상기 제1 및 제2 통신 장치 중

상기 결정된 하나로부터 상기 페이징 신호를 수신하고 응답을 송신하는 것에 응답하여 수행되는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단계 후 상기 제1 무선 링크를 단절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징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단계는 상기 활성화된 제1 무선 링크 및 상기 제2 통신 장치와 상기 데이터 네트워크 사

이의 제2 링크를 통해 상기 제1 통신 장치와 데이터 네트워크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전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자 메시지는 상기 제1 통신 장치 내에 저장되는 방법.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링크는 공중 교환 전화망(PSTN)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링크는 제3 무선 링크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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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자 메시지는 e-메일 메시지, 음성 메일 메시지, 비디오 메일 메시지, 및 팩시밀리 전송 중 적어도 하

나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징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단계는, 적어도 하나의 전자 메시지가 상기 활성화된 제1 무선 링크 및 상기 제2 통신 장

치와 상기 데이터 네트워크 사이의 제2 링크를 통해 데이터 네트워크로부터 상기 제1 통신 장치로 전송될 것인지를 판정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통신 장치는 무선 모뎀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통신 장치는 무선 전화기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통신 장치는 랩탑 컴퓨터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모니터링 단계는 주기적으로 수행되는 방법.

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모니터링 단계는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조건들을 기초로 수행되는 방법.

청구항 19.

메시지들을 전송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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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및 제2 통신 장치; 및

상기 제1 및 제2 통신 장치 각각에서, 페이징 신호가 존재하는지를 판정하고 상기 판정에 응답하여 상기 제1 통신 장치와

상기 제2 통신 장치 사이에 제1 무선 링크를 설정하기 위한 모니터링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제1 무선 링크 및 상기 제2 통

신 장치와 데이터 네트워크 사이의 링크를 사용하여 메시징 트랜잭션이 수행되는

시스템.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통신 장치는 휴대용 컴퓨터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통신 장치는 무선 모뎀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22.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통신 장치는 무선 전화기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23.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모니터링 수단은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조건들에 따라 상기 제1 무선 링크를 설정하는 시스템.

청구항 24.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 트랜잭션은 상기 제1 무선 링크 및 상기 제2 통신 장치와 상기 데이터 네트워크 사이의 상기 제2 링크를 통해

상기 제1 통신 장치와 상기 데이터 네트워크 사이에 메시지들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25.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모니터링 수단은 상기 제1 통신 장치가 상기 메시징 트랜잭션이 수행될 것으로 판정하면, 상기 제1 무선 링크를 설정

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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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6.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모니터링 수단은 상기 제2 통신 장치가 상기 메시징 트랜잭션이 수행될 것으로 판정하면 상기 제1 무선 링크를 설정

하는 시스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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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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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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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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