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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데이터 링크 자원의 이용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

(57) 요약

본 발명은, 데이터 링크 자원의 생성 및 공유를 포함하는 다수의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 링크 자원 니즈를 관

리함으로써, 무선 통신 장치(12)에서의 데이터 링크 자원을 관리한다. 만약, 요구된 데이터 링크 자원이 이미 구축된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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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링크 자원에 의해 수용될 수 있으면 (106), 하나 이상의 이미 구축된 데이터 링크 자원이 데이터 링크 자원을 요구하는

어플리케이션과 공유된다 (108). 만약, 요구된 데이터 링크 자원이 이미 구축된 데이터 링크 자원에 의해 수용될 수 없으면

(116), 수신된 요구의 추가 요건을 수용하도록 데이터 링크 자원을 업그레이드한다 (110).

대표도

도 4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 통신 장치와 무선 네트워크를 통신 가능하게 결합하고, 상기 무선 통신 장치와 연동하여 동작하는 하나 이상의 어플

리케이션에 의해 이용되는 데이터 링크 자원의 이용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데이터 링크 자원에 대한 요구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요구된 데이터 링크 자원과 이미 구축된 데이터 링크와 관련된 이용 가능한 자원을 비교하는 단계;

데이터 링크 자원에 대한 상기 요구가 상기 이미 구축된 데이터 링크 자원에 의해 수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요구된 데이터 링크 자원이 상기 이미 구축된 데이터 링크 자원에 의해 수용될 수 있으면, 하나 이상의 상기 이미 구

축된 데이터 링크 자원을, 요구를 한 상기 어플리케이션과 공유하는 단계;

상기 요구된 데이터 링크 자원이 상기 이미 구축된 데이터 링크 자원에 의해 수용될 수 없으면, 상기 수신된 요구의 추가

요건을 수용하도록 상기 데이터 링크 자원을 업그레이드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 요건을 수용하도록 상기 데이터 링크 자원을 업그레이드하는 상기 단계가,

새로운 1차 컨택스트 데이터 링크를 구축하는 단계;

기존의 1차 컨택스트 데이터 링크와 관련하여 새로운 2차 컨택스트 데이터 링크를 구축하는 단계; 및

이미 구축된 데이터 링크의 서비스 품질을 증가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새로운 1차 또는 2차 데이터 링크를 구축할 때, 상기 데이터 링크 자원을 요구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요건

을 만족시킬 서로 다른 타입의 데이터 링크의 비용을 서로 비교하여, 상기 어플리케이션 요건을 만족하고, 최저 비용을 갖

는 데이터 링크 자원을 선택하는 방법.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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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데이터 링크의 서비스 품질이 백그라운드, 인터랙티브, 스트리밍 또는 컨버세이셔널(conversational)의

서로 다른 레벨로서 정의되는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인터랙티브 또는 스트리밍의 서로 다른 레벨 각각이 낮음, 중간 및 하이 레벨의 서비스 품질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리밍이 실시간과 비실시간 사이에서 구별되고, 이는 소정의 임계값에 대한 전송 지연간의 차이

를 규정하는데 이용되는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링크 자원을 업그레이드하거나, 하나 이상의 이미 구축된 데이터 링크 자원을 공유하는 단계

는 업그레이드되거나 공유되는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링크의 각각에 부가 소켓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각 소켓은, 데이터가 대응하는 소켓에 전송되고 있지 않을 때 감분되는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포함하는 방

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카운트다운 타이머의 감분은, 타이머의 값을 더 낮은 임계값에 비교하고, 카운트 값이 상기 더 낮은

임계값보다 낮으면, 상기 소켓과 관련된 데이터 링크 자원을 해제(releasing)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소켓과 관련된 데이터 링크 자원을 해제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데이터 링크 자원을 다운그레이드하

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다운그레이드 단계는,

관련 자원이 해제된 이미 구축된 데이터 링크의 서비스 품질을 상기 데이터 링크 자원에 대한 비 해제(non-released) 요건

을 최소로 만족시키는 서비스 레벨로 감소시키는 단계; 및

상기 관련된 모든 자원이 해제된 데이터 링크를 종료(terminating)하는 단계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1.

등록특허 10-0742010

- 3 -



제10항에 있어서, 이미 구축된 데이터 링크의 서비스 품질을 감소시키는 상기 단계가, 보다 비용 효율적인 데이터 링크가

남아있는 비해제된 요건을 지원할 수 있는 보다 비용 효율적인 데이터 링크로 전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링크 자원에 대한 요구가 이미 구축된 데이터 링크에 의해 수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

는 상기 단계가,

상기 요구된 데이터 링크 자원이 기존의 데이터 링크의 동일한 억세스 포인트에 대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요구된 데이터 링크 자원이 기존의 데이터 링크의 동일한 사용자에 대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이미 기존의 데이터 링크를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 링크 자원을 요구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 링

크를 공유하려고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및

기존의 데이터 링크의 서비스 품질이 데이터 링크를 이미 이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 링크 자원 요건과 데이터

링크 자원을 요구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 링크 자원 요건 둘 다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2항에 있어서, 추가 요건을 수용하도록 상기 데이터 링크 자원을 업그레이드하는 상기 단계가, 추가로,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 링크의 타입 또는 증대된 서비스 품질을 갖는 데이터 링크의 타입과 관련된 플래그를 체크하는 단

계;

상기 플래그가 설정되면, 사용자에 대하여 데이터 링크의 품질을 구축하거나 증가시키는 것에 대한 허가를 촉구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데이터 링크 자원에 대한 요구를 수신하는 상기 단계가,

요구되고 있는 데이터 링크 자원에 대한 요건을 정의하는 파라미터 셋트를 수신하는 단계; 및

수신된 파라미터 셋트에서 누락된 임의의 파라미터를 파라미터의 디폴트 리스트로부터 공급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2항에 있어서, 새로운 2차 컨택스트 데이터 링크를 구축하는 상기 단계가 기존의 1차 컨택스트 데이터 링크로서 억세스

포인트와 공통 어드레스를 갖는 데이터 링크를 구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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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링크 자원 관리자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에 결합되어 데이터 링크 자원에 대한 요구를 수신하는 데이터 세션 이벤트 핸들러;

데이터 세션 이벤트 핸들러에 결합되어, 데이터 세션을 유지하기 위한 시그널링 컨택스트 및 프로토콜 스택을 포함하는 프

록시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프록시 관리자; 및

상기 프록시 관리자에 결합되어, 시그널링 컨택스트 및 링크 프로토콜을 제어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링크 인스

턴스를 생성하는 링크 관리자

를 포함하는 데이터 링크 자원 관리자.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프록시 관리자가, 상기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 링크 자원에 대한 요구를 행할 때, 상기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하나 이상의 파라미터의 부재시에, 데이터 세션을 구축하기 위한 디폴트 파라미터 셋트

를 포함하는 디폴트 프록시 디스크립터를 포함하는 데이터 링크 자원 관리자.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링크 자원 관리자는 무선 통신 장치의 일부로서 포함되는 데이터 링크 자원 관리자.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자원을 요구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무선 통신 장치에 통신 가능하게 결합된 별도의 외부 장치에서 동

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인 데이터 링크 자원 관리자.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자원을 요구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상기 무선 통신 장치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인 데이터 링크

자원 관리자.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통상 셀룰러 통신 네트워크에서 동작하는 무선 통신 장치에서의 데이터 링크 자원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 특히

데이터 링크 자원의 생성(creation)및 공유(sharing)를 포함하는 다수의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 링크 자원 니

즈를 관리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셀 폰과 같은 무선 통신 장치가, 이들이 수행하는 기능의 타입 및 수행되고 있는 점점 더 정교해진 기능을 지원하는데 필요

한 통신 자원의 타입을 포함하여,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몇몇 현행 통신 장치의 경우, 전자 메시지의 송수신

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웹 브라우징 능력도 포함하고 있다. 다른 예로서, 통신 자원을 필요로 하는 다른 타입의 보다 최근

의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은 Java 및 비디오 게이밍 어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리밍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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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의 경우,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데 요구되는 통신 요건(requirements)은, 데이터가 버스트로 전송되고,

필요에 따라 사용자의 활동 레벨에 의해 종종 정해진다는 점에서, 불연속적이다. 다른 경우에는, 통신 요건이 보다 일정하

다. 예를 들어, 전송된 정보가 보다 산발적(sporadic)인 경우, 이메일과 웹 브라우징을 포함하는 인터랙티브형 서비스를 포

함하고, 송수신될 메시지가 있는 경우 및/또는 사용자가 웹을 브라우징하면서 링크를 선택할 때, 네트워크와의 통신이 발

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 페이지를 표시하기 위해 다운로드한다. 예를 들면, 전송되는 정보가 보다 일정한 경우, 오디

오 또는 비디오 다운로드 및 재생과 같은 스트리밍형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전에는, 유사한 타입의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링크가 랜드 기반 유선 통신 자원(land based wired communication

resources)에 의해 대부분 지원되었다. 역사상, 이 통신 자원들은 비교적 고정된 성능이었던 단일 링크로 구성되었었다.

링크는 통상 본래 정적(static)이고, 접속 시간이나 고정 요금을 기준으로 요금이 청구되었다.

무선 데이터 링크는 통상 다르다. 서로 다른 시그널링 방법, 비용 구조 및 서비스와 관련될 수 있는 다수의 컴피팅

(competing) 접속 포인트가 있다. 요금 청구는 가능한 최대 대역폭과 전송되는 바이트의 수에 종종 비례한다. 게다가, 데

이터 링크의 요건은 사용 중에 수정될 수 있다. 다른 예에서는, 특정 타입의 데이터 링크는 특정한 때에만 이용 가능한 경

우가 있다. 이러한 예에서는, 이는 지리적 기능일 수 있고, 네트워크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커버리지 영역에 해당할 수

있다. 다른 예에서는, 특정한 타입의 데이터 링크는 기존의 네트워크 환경에 의해서는 지원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통신 자원을 요구하고, 무선 통신 장치에 의해 실행되고 있는 다수의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이 항상 서로를 인식하고 있

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은 종종 그들 각각의 통신 자원 요건을 만족시키는 데이터 링크 자원을

독립적으로 생성하고 유지하려고 한다. 이는, 전체 대역폭이나 접속 요건 면에서 볼 때, 최소 필요한 것을 넘어선 추가의

자원 생성 및 유지를 초래한다.

그 결과, 서로를 인식하고 있지 못한것 뿐만 아니라, 서로 인식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들 간에 새로운 자원 및

기존의 자원을 생성하고 공유하는 능력을 포함하여, 데이터 링크 자원의 생성 및 관리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1차 컨

택스트 데이터 링크 자원을 생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에 더하여, 2차 컨택스트 데이터 링크 자원을 생성하고 유지하고,

또는 기존의 데이터 링크 자원의 서비스 품질을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무선 통신 장치와 무선 네트워크를 통신 가능하게 결합하고, 무선 통신 장치와 연동하여 동작하는 하나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사용되는 데이터 링크 자원의 이용을 관리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 방법은,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데이터 링크 자원에 대한 요구를 수신하고, 요구된 데이터 링크 자원과 이미 구축된 데이터 링크와 관련된 이용 가능한 자

원을 비교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런 다음, 데이터 링크 자원에 대한 요구가 이미 구축된 데이터 링크 자원에 의해 수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요구된 데이터 링크 자원이 이미 구축된 데이터 링크 자원에 의해 수용될 수 있으면, 하나 이상의 이미 구축된 데이터 링크

자원이 요구를 한 어플리케이션과 공유된다. 요구된 데이터 링크 자원이 이미 구축된 데이터 링크 자원에 의해 수용될 수

없으면, 데이터 링크 자원을 업그레이드하여 수신된 요구의 추가의 요건을 수용한다.

적어도 일 실시예에서는, 데이터 링크 자원을 업그레이드하여 추가의 요건을 수용하는 것이, 새로운 1차 컨택스트 데이터

링크를 구축하고, 기존의 1차 컨택스트 데이터 링크와 연동하여 새로운 2차 컨택스트 데이터 링크를 구축하고, 또는 이미

구축된 데이터 링크의 서비스 품질을 증가시키는 것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한다.

적어도 다른 실시예에서는, 데이터 링크 자원에 대한 요구가 이미 구축된 데이터 링크에 의해 수용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

단하는 것이, 요구된 데이터 링크 자원이 기존의 데이터 링크의 동일한 억세스 포인트에 대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하고, 요

구된 데이터 링크 자원이 기존의 데이터 링크의 동일한 사용자에 대한 것인지를 판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런 다음, 기존

의 데이터 링크를 이미 이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 링크 자원을 요구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 링크를

공유하려고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런 다음, 기존의 데이터 링크의 서비스 품질이 이미 데이터 링크를

이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 링크 자원 요건과 데이터 링크 자원을 요구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 링크

자원 요건 둘 다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본 발명은 또한 데이터 링크 자원에 대한 요구를 수신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에 결합된 데이터 세

션 이벤트 핸들러를 포함하는 데이터 링크 자원 관리자를 제공한다. 데이터 링크 자원 관리자는 또한 프록시 인스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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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하기 위해 데이터 세션 이벤트 핸들러에 결합된 프록시 관리자를 포함한다. 프록시 인스턴스는 데이터 세션을 유지하

기 위해 시그널링 컨택스트 및 프로토콜 스택을 포함한다. 이 데이터 링크 자원 관리자는 또한 시그널링 컨택스트 및 링크

프로토콜을 제어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링크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위해 프록시 관리자에 결합된 링크 관리자를

포함한다.

적어도 일 실시예에서는, 프로세서 유닛이 무선 통신 장치의 일부로서 포함된다. 일부 실시예에서는, 자원을 요구하는 어

플리케이션이 무선 통신 장치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일부 동일한 실시예 및 다른 실시예에서, 자원을 요구하는

어플리케이션은 무선 통신 장치에 통신 가능하게 결합된 별도의 외부 장치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본 발명의 이러한 특징 및 다른 특징 및 장점들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양호한 실시예의 다음의

설명으로부터 명백하다.

실시예

본 발명은 다양한 형태의 실시예가 가능하고, 본 설명 내용은 본 발명의 예시로서 간주되는 것이고, 설명한 특정 실시예에

본 발명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해하에서, 여기서는 현재 양호한 실시예가 도면에 도시되고 설명될 것이다.

도 1은 예시적인 무선 통신 시스템(10)의 블록도이다. 무선 통신 시스템(10)은, 셀룰러 네트워크(14)와 무선으로 개별적으

로 통신하는 한 쌍의 무선 통신 장치(12)를 도시한다. 무선 통신 장치(12)들 중 하나는, 단말 장치(16)에 접속되는데, 이는

단말 장치(16)가 네트워크(14)로부터 분리되어, 무선 통신 장치(12)에 통신 가능하게 결합되어 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부가적으로, 단말 장치(16)는 무선 통신 장치(12)를 통해 네트워크(14)에 결합될 수 있다. 단말 장치(16)의 가능한 예로서,

퍼스널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카메라 및/또는 팩시밀리 기계가 있다. 당업자라면 다른 타입의 단말 장치도 가능하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것이다. 또한, 단말 장치(16)는 유선 또는 무선 통신 접속을 통해 이동 장치에 결합될 수 있다. 적당한 유

선 또는 무선 접속의 예로서 USB(Universal Serial Bus) 접속, 시리얼 포트 접속, 적외선 접속, 블루투스 접속 또는 2개의

장치들 간의 통신에 유용한 임의의 다른 접속이 있다.

무선 통신 접속을 통해 무선 통신 장치(12)에 결합되는 것에 더하여, 네트워크는, 유선 또는 무선 접속을 통해 시스템 내의

다른 장치(18)에 부가적으로 또는 대안적으로 통신 가능하게 결합될 수 있다.

네트워크(14)는 통신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는 임의의 타입의 네트워크를 포함할 수 있다. 적어도 일 실시예에서, 네트워

크(14)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네트워크(14)는 또한 인터넷, 인트라넷, LAN(local area network), WAN(wide

area network), 케이블 네트워크 및 이와 유사한 다른 통신 시스템 등의 데이터 네트워크를 포함하거나 또는 이와 통신할

수 있다. 네트워크(14)는 또한 근거리 전화망, 장거리 전화망, 셀룰러 전화망, 위성 통신망, 케이블 텔레비젼망 및 이와 유

사한 다른 통신 시스템을 포함하거나 이와 통신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14)는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를 포함하거나 이

와 통신할 수 있고, 복수의 서로 다른 타입의 네트워크를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14)는 복수의 데이터망, 복수의

전화 통신망, 데이터와 전화 통신망의 조합 및 이와 유사한 다른 통신 시스템을 포함하거나 이와 통신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예시적인 무선 통신 장치의 보다 상세한 블록도를 도시한다. 무선 통신 장치는, 하나 이상의 내부

어플리케이션(22) 및/또는 하나 이상의 내부 종료 포인트(24)에 결합된 데이터 링크 자원 관리자(20)를 포함한다. 내부 종

료 포인트(24)는 하나 이상의 단말 장치(26)에 각각 결합된다. 적어도 설명된 실시예에서, 데이터 링크 자원에 대한 요구가

무선 통신 장치(12) 내부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22)에 의해 또는 무선 통신 장치(12)에 결합된 외부 단말 장치(16)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 가능하다. 데이터 링크 자원 관리자는 내부 어플리케이션(22)과, 결합된 외부 단말 장치(16) 간의 요구

된 데이터 링크 자원과, 네트워크(14)를 관리한다.

데이터 링크 자원 관리자(20)는 데이터 흐름 서비스 제공자(26)에 결합되어, RF 인터페이스(28) 및 안테나(30)를 통해 데

이터 링크 자원을 생성하여 관리한다.

무선 통신 장치의 내부에서 동작하는 하나 이상의 내부 어플리케이션(22)이 웹 브라우저 또는 WAP 브라우저 등의 브라우

저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할 수 있다. 내부 어플리케이션(22)은 오디오 또는 비디오 스트리밍, 메일 메시지, 인스턴트 메시

지, 푸쉬 메시지, 자바 기반 어플리케이션, GPS 데이터 및/또는 동기화 데이터를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추가적으

로 및/또는 대안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동일한 또는 유사한 타입의 어플리케이션이 무선 통신 장치(12)에 결합된 임의의

단말 장치(16)와 관련하여 동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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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내부 어플리케이션(22) 및/또는 관련 외부 장치(16)가 데이터 링크 자원에 대한 요구를 생성함에 따라, 데이터 링크 자

원 관리자(20)는 이미 구축된 데이터 링크를 공유함으로써 데이터 링크 자원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려고 시도하거나, 또는

데이터 링크 자원 관리자가 새로운 데이터 링크 접속을 구축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일부의 경우, 요구된 데이터 링크 자원

을 공급하기 위해 이미 구축된 데이터 링크의 서비스 품질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할 수 있다. 데이터 링크 접

속을 구축할 때, 네트워크(14)에 의해 지원되는 데이터 링크의 타입에 따라 수 개 타입의 데이터 링크 간의 선택이 있을 수

있다.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서, 백그라운드, 인터랙티브, 스트리밍 또는 대화형 데이터 링크를 포함하여 적어도 4개 타입의 데

이터 링크가 이용 가능하다. 종래 타입의 데이터 링크는 통상 전용 무선 채널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음성 스위칭 회로에 해

당한다. 데이터 링크를 통해 전송되고 있는 데이터량에 관계없이, 이러한 데이터 링크 타입을 위해 무선 통신 장치에 데이

터 링크 자원이 보존되기 때문에, 종래 타입의 데이터 링크는 비용면에서 종종 보다 고가의 데이터 링크 중 하나이다. 그

결과, 종래 타입의 데이터 링크는 종종 적어도 바람직한 타입의 데이터 링크 접속이고, 때로는 마지막 대책 옵션으로서 취

급된다. 이러한 타입의 링크와 관련된 더 높은 비용으로 인해, 이러한 타입의 링크를 통해 접속하기 이전에 데이터 링크 자

원 관리자 내에 플래그를 셋팅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동일한 타입의 플래그를 또한 임의의 다른

타입의 데이터 링크에 이용할 수도 있다.

개시된 실시예와 관련된 남아있는 3가지 타입의 데이터 링크 접속으로서, 비트 레이트, 에러 레이트, 에러비 및 전송 지연

의 서로 다른 레벨을 제공하는 패킷 데이터 프로토콜이 있다. 백그라운드 타입의 데이터 링크는 통상, 적어도 일부 실시예

에서는, 무선 통신 장치가 활성화될 때 시작되는 낮은 데이터 레이트 접속이다. 때로는, 백그라운드 타입의 데이터 링크를

"올웨이즈 온(always o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백그라운드 또는 "올웨이즈 온" 타입의 데이터 접속은, 초기에 데이터 링

크 접속을 구축하는 것과 관련된 임의의 지연없이, 일부 데이터 통신 요구를 만족하게 해준다. "올웨이즈 온" 타입의 접속

의 장점 중 하나는, 메시지로 하여금, 데이터 통신이 시작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무선 통신 장치(12)로 "푸쉬"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메일 및 인스턴트 메시징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구체적으로 식별된 내부 어플리케이션의 타입의 커플

의 경우, 백그라운드 타입의 데이터 링크 접속이 충분할 수 있고, 다수의 낮은 데이터 인텐시브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공유

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인터랙티브 타입의 데이터 링크 접속은 보다 불연속적 및/또는 버스트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을 지원한다. 인터랙티브 타

입의 데이터 링크는 서로 다른 레벨의 데이터 쓰루풋을 지원할 수 있다. 적어도 일 실시예에서, 각각의 낮음, 중간, 그리고

높음의 인터랙티브 레벨이 지원된다. 인터랙티브 타입의 데이터 링크가 충분하거나 적당한 것으로 식별된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전송 지연 및/또는 보다 일정한 데이터 쓰루풋 레이트의 존재가 덜 중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몇몇 오디오 또는 비디오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에서, 전달 지연 또는 크게 변화하는 쓰루풋 레이트가 데이터

전송의 품질에 안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 스트리밍 타입 데이터 링크 접속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인터랙티브

타입 데이터 링크 접속과 마찬가지로, 다중 레벨의 스트리밍 타입 데이터 링크 통신을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적어도 한

실시예에서는, 낮음, 중간, 높음이 마찬가지로 지원된다. 일부 예에서는, 실시간과 비 실시간 간의 또 다른 구별이 가능하

다.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 링크 접속은 일반적으로 더 작은 전송 지연 요건을 가질 것이다.

각 타입의 데이터 링크의 일반적인 데이터 전송 특징을 포함하는 것에 더하여, 데이터 링크 자원 관리자는 때로는 각 타입

의 데이터 링크를 생성하고 유지하는 것과 관련한 비용을 포함할 것이다. 결정 프로세스에 비용 비교를 포함시킴으로써,

데이터 링크 자원 관리자는, 성능의 예상 레벨을 유지하면서, 데이터 링크 자원의 보다 경제적으로 최적의 조합을 생성하

여 유지할 수 있다. 몇몇 예에서는, 그 날의 시간 및/또는 네트워크 내의 무선 통신 장치의 위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

당업자는, 일부 예에서, 본 발명의 교시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명한 실시예와 관련하여 설명한 특정한 데이터

링크 접속의 조합 외에, 데이터 링크 접속의 서로 다른 조합 및/또는 서로 다른 타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것이

다. 적어도 일 실시예와 관련하여 설명한, 인터랙티브 및 스트리밍에 대하여 낮음, 중간, 높음보다도 더 많은 수의 계산

(granulation)을 정의하는 것이 또한 바람직하다. 또한, 하나 이상의 플래그를, 대응하는 타입의 데이터 링크 접속을 구축

하기 전에 사용자가 프롬프트될 것을 요구하는, 서로 다른 타입의 데이터 링크 접속의 임의의 조합과 관련시킬 수 있다.

수 개 타입의 데이터 링크의 가능성이 있는 것에 더하여, 네트워크에 따라, 1차 컨택스트 데이터 링크 및 2차 컨택스트 데

이터 링크 둘 다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1차 컨택스트 데이터 링크는 특정 억세스 포인트 및 특정 목적지 어드레

스/사용자 아이덴티티에 대응하는 제1 데이터 링크 접속에 해당한다. 동일한 억세스 포인트 및 목적지 어드레스/사용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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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덴티티를 공유하는 임의의 후속하는 접속은 통상 2차 컨택스트 데이터 링크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2차 컨택스트 데

이터 링크 및 1차 컨택스트 데이터 링크는 통상 동일하다. 사실상, 1차 컨택스트 데이터 링크가 해제되면, 2차 컨택스트 데

이터 링크가 1차 컨택스트 데이터 링크가 될 수 있고, 대응하는 2차 컨택스트 데이터 링크가 유지된다.

일부 예 또는 분야에서는, 네트워크가 2차 컨택스트 데이터 링크를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들 예들에서는, 추가의 데

이터 링크 자원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

도 3은 무선 통신 장치(12)와 무선 통신 네트워크(14) 간의 복수의 데이터 링크 접속을 갖는 무선 통신 장치의 일 실시예를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데이터 링크 접속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하여, 무선 통신 자원이 무선 통신 장치에 결합된 단말 장치

(16)에 이용 가능하게 되어 있다.

설명된 실시예에서는, 적어도 5개의 데이터 링크 접속이 도시된다. 5개의 데이터 링크 접속은, 무선 통신 장치(12)를, 한

쌍의 게이트웨이(32)를 통해 네트워크(14)에 결합시킨다. 1차 컨택스트 데이터 링크로 식별된 제1 데이터 링크 접속(34)

은 무선 통신 장치(12)를 게이트웨이(32)를 통해 ISP X에 결합시킨다. 1차 컨택스트 데이터 링크로 식별된 제2 데이터 링

크 접속(36)은 무선 통신 장치(12)를, 게이트웨이(32)를 통해 ISP Y에 결합시킨다. ISP X 및 ISP Y는 서로 다른 억세스 포

인트를 나타낸다. 그 결과, 데이터 링크 접속(36)은 1차 컨택스트 데이터 접속을 나타낸다. 제3 데이터 링크 접속(38)은 무

선 통신 장치(12)를 ISP Y에 결합시킨다. 제3 데이터 링크 접속이 공통의 억세스 포인트와 공통의 목적지 어드레스/사용

자 아이덴티티를 공유하기 때문에, 본 예에서의 제3 데이터 링크(38)는 2차 컨택스트 데이터 접속으로서 언급된다.

제4 데이터 링크 접속(40)은, 무선 통신 장치(12)를 ISP Z에 결합시킨다. 제5 데이터 링크 접속(42)은 단말 장치(16)를 무

선 통신 장치(12)를 통해 ISP Z에 결합시킨다. 제4 데이터 링크(40) 및 제5 데이터 링크(42)가 공통의 목적지 어드레스/사

용자 아이덴티티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제4 데이터 링크(40)와 제5 데이터 링크(42) 모두 1차로서 간주된다.

도 4는 본 발명의 적어도 일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링크 자원의 이용을 관리하는 방법의 흐름도이다. 이 방법은, 데이터 링

크 자원에 대한 요구를 수신하고 (102), 이 요구된 데이터 링크 자원과 이미 구축된 데이터 링크와 관련된 이용 가능한 자

원을 비교하는 것 (104)을 포함한다. 데이터 링크 자원에 대한 요구가 이미 구축된 데이터 링크 자원에 의해 수용될 수 있

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106). 요구된 데이터 링크 자원이 이미 구축된 데이터 링크 자원에 의해 수용될 수

있으면, 하나 이상의 이미 구축된 데이터 링크가 요구된 데이터 링크 자원과 공유된다 (108). 요구된 데이터 링크 자원이

이미 구축된 데이터 링크 자원에 의해 수용될 수 없으면, 데이터 링크 자원이 수신된 요구의 추가 요건을 수용하도록 업그

레이드된다 (110).

도 5는 이미 구축된 데이터 링크 자원이 요구된 데이터 링크 자원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 데이터 링크 자원을 업그레이드

하는 보다 상세한 흐름도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하나 이상의 새로운 1차 컨택스트데이터 링크가 구축될 수 있고 (112),

새로운 2차 컨택스트 데이터 링크가 구축될 수 있으며 (114), 또는 이미 구축된 데이터 링크의 서비스 품질이 증가될 수 있

다 (116). 전술한 바와 같이, 새롭게 구축된 억세스 포인트 및 목적지 어드레스/사용자 아이덴티티가 모두 이미 구축된 기

존의 데이터 레이크와 공통이면, 임의의 새로운 데이터 링크가 2차 컨택스트 데이터 링크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임

의의 새로운 링크가 1차 컨택스트 데이터 링크가 될 것이다. 2차 컨택스트 데이터 링크가 허용되지 않고, 이미 구축된 기존

의 1차 컨택스트 데이터 링크와 관련된 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 이미 구축된 1차 컨택스트 데이터 링크

의 서비스 품질을 증가시키는 것에 대한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도 6은 데이터 링크 자원에 대한 요구가 이미 구축된 데이터 링크에 의해 수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결정 (106)하는 보

다 상세한 흐름도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데이터 링크가 데이터 링크 자원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작성하는 어플

리케이션과 공유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초기에는, 요구된 데이터 링크 자원의 요구된 억세스 포인

트가 기존의 데이터 링크의 억세스 포인트와 비교된다 (118). 요구된 데이터 링크 자원의 요구된 억세스 포인트가 기존의

데이터 링크 중 임의의 것의 억세스 포인트와 동일하면 (120), 요구된 데이터 링크의 요구된 목적지 어드레스/사용자 아이

덴티티가 일치된 억세스 포인트(122)를 갖는 기존의 데이터 링크의 목적지 어드레스/사용자 아이덴티티에 비교된다.

억세스 포인트와 목적지 어드레스/사용자 아이덴티티가 서로 동일하면 (124), 이미 구축된 일치하는 데이터 링크의 클라

이언트와 요구된 데이터 링크의 클라이언트 둘 다 데이터 링크 접속을 공유하려고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126). 클라이언트 둘 다가 공유를 하려고 하면(126), 이미 구축되고 일치하는 데이터 링크의 서비스 품질이 데이터 링크

서비스를 요구하는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의 데이터 링크 자원 요건과, 이미 구축된 데이터 링크를 이용하는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의 조합된 데이터 링크 자원 요건에 비교된다. 이미 구축되고 일치하는 데이터 링크의 현행 서비스 품질이 조합

된 데이터 링크 자원 요건을 만족할 수 있으면 (128), 데이터 링크는 데이터 링크 자원을 요구하는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

와 공유된다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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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링크 자원 관리자를 이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 링크 자원을 다이나믹하게 증가시키거나 업그레이드하는 동

안, 데이터 링크 자원 관리자는 추가적으로 이용 레벨을 모니터하고, 적당하게 획득된 데이터 링크 자원을 다운그레이드

또는 감소시킨다. 적어도 일 실시예에서는, 데이터 링크 자원 관리자는, 기존의 데이터 링크 자원을 해제할 지 또는 다운그

레이드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특정한 소켓에 특정된 다운링크 카운터를 이용한다. 데이터 링크 자원을 공유하는 각 클라이

언트 어플리케이션은 별도의 소켓 및 대응하는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유지한다. 대응하게,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조정하기

위한 결정은 특정한 소켓과 관련된 임의의 전송 활동 또는 그 결여에 기초한다.

도 7은, 데이터가 대응하는 소켓에 전송되고 있지 않을 때,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감분하는 보다 상세한 흐름도를 도시한

다. 초기에, 데이터가 대응하는 소켓에 전송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142). 데이터가 대응하는 소켓에 전송

되고 있지 않으면, 각각의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감분된다 (144). 카운트다운 값은 소정의 더 낮은 임계값과 비교된다

(146). 카운트가 소정의 더 낮은 임계값보다 낮으면 (148), 소켓과 관련된 데이터 링크 자원이 해제된다 (150). 적어도 일

실시예에서는, 카운터가 0에 도달할 때 더 낮은 임계값에 도달한다.

소켓과 관련된 데이터 링크 자원이 해제된 후에, 데이터 링크 자원을 평가하여 이들이 다운그레이드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152). 예를 들어, 대안적인 더 낮은 비용의 데이터 링크 자원이 이용 가능하면, 서비스 품질이 다운그레이드될

수 있어, 데이터 링크의 남아있는 자원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만약, 데이터 링크와 관련된 남아있는 자원 요건이 없다

면, 데이터 링크는 해제될 수 있다.

데이터 링크 자원 관리자에 의해 데이터 링크 자원이 관리되는 본 발명에 관련된 장점들 중 하나는, 논-시그널링 어웨어

클라이언트(non-signaling aware client)를 지원할 능력을 갖는다. 몇몇 예에서는, 특정한 클라이언트가 데이터 링크와의

접속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된 정보 및/또는 특정한 데이터 링크를 알고 있지 않을 수 있다. 이 예에서는, 데이터 링

크 자원 관리자와 관련되어 저장된 파라미터의 디폴트 셋트가 제공된다. 디폴트 데이터 링크와 관련된 파라미터의 일부 또

는 전부를 이용하여 데이터 링크 파라미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특정하지 않는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에 대하여 데이터

링크 접속을 구축하게 할 것이다. 이는 무선 통신 장치(12)를 통해 비-무선 외부 장치가 네트워크에 결합되는 경우에 특히

유용할 수 있다. 이들 예들중 적어도 일부에서는, 장치가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서 접속을 위해 적당한 데이터 링크를 식별

하기 위한 특정한 요건을 알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부가적으로, 이는 논-시그널링 어웨어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 링크를 공유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또한,

파라미터의 디폴트 셋트를 초기에 제공할 수 있지만, 사용자는 각 디폴트 파라미터 셋트가 적용되는 조건을 규정함은 물

론, 하나 이상의 대안적인 디폴트 파라미터를 구축할 수 있다. 파라미터의 디폴트 셋트는, 논-시그널링 어웨어 클라이언트

가, 다른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또는 빌링 메소드에 특정될 수 있는 접속을 구축하려고 부득이하게 시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데이터 링크를 구축하는데 이용되는 가능한 파라미터의 예 리스트로서, 사용자명 및 패스워드, 링크와 관련된 베어러

(bearer) 타입의 식별(GPRS, GSM 회로 교환 데이터 등), 억세스 포인트의 전화 번호, 회로 교환 데이터 접속을 구축할 때

이용되는 데이터 레이트, 회로 교환 데이터 접속을 구축할 때 이용되는 라인 타입(모뎀, ISDN 등), 아이들 데이터 링크를

비활성화하기 전에 대기하기 위한 초단위 시간 및/또는 사용자에게 임의의 대응하는 요금을 알려주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러한 타입의 데이터 링크가 구축되기 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해줘야 하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플래그가 있다.

도 8은 본 발명의 적어도 일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링크 자원 관리자(20)의 보다 구체적인 블록도를 포함하는 블록도

(160)이다. 데이터 링크 자원 관리자(20)는 데이터 링크 자원 관리자 이벤트 핸들러(162)를 포함한다. 데이터 링크 자원

관리자 이벤트 핸들러(162)는 개개의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22) 각각에 결합되어, 데이터 링크 자원에 대한 요구를 수

신한다. 데이터 링크 자원 관리자 이벤트 핸들러(162)는, 데이터 링크 자원을 요구하는 각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22)에

대하여 별도의 프록시 인스턴스(166)를 생성함으로써 클라이언트 분리를 제공하는 프록시 관리자(164)에 결합된다.

프록시 인스턴스(166)는 데이터 세션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시그널링 컨택스트 및 프로토콜 스택을 구축한다. 프

록시는,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을 수 있는 디폴트 프록시 디스크립터 또는 어트리뷰트 셋트 및 어트리뷰트 인터페이스로부

터 구성된다. 적어도 일 실시예에서는, 디폴트 프록시 디스크립터가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된다. 그러나, 다른 타입의 메

모리가 대안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초기화 이후에, 프록시는 요구된 정보를 유지하고, 데이터 링크 및 프로토콜 스택을 관

리한다.

프록시 인스턴스(166)는 링크 관리자(168)에 결합된다. 그 다음으로, 링크 관리자는 대응하는 링크 인스턴스(170)를 생성

한다. 프록시 인스턴스(166)는, 클라이언트(22) 어플리케이션이 네트워크(14) 접속을 요구할 때, 데이터 링크를 구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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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데이터 링크 인스턴스(170)는 데이터 링크를 유지하기 위한 링크 프로토콜 및 시그널링 컨택스트를 제어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네트워크(14)에 제공한다. 데이터 링크 인스턴스는, 네트워크(14)에 의해 시그널링 컨택스트를 구축하기 위

해, 데이터 링크 자원 관리자(20)에 결합된 호출 어플리케이션(도 9)을 이용할 것이다. 데이터 링크 인스턴스는, 시그널링

컨택스트를 구축하기 위해 이용되는 파라미터 뿐만 아니라 시그널링 컨택스트의 상태를 캡슐화할 것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데이터 링크 자원 관리자(20)를 포함하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와 무선 통신 장치 간의 데이터 링크 자원을

생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다수의 오퍼레이셔널 레이어의 프로세싱 아키텍처의 블록도(180)이다.

도 10은 본 발명이 적용될 수 있는 무선 통신 장치(12)의 블록도이다. 무선 통신 장치는, 무선 수신기(201)와 송신기(203)

를 구비한 RF 인터페이스(28)를 포함한다. 수신기(201)와 송신기(203) 모두 듀플렉서(207)에 의해 무선 통신 장치의 안

테나(30)에 결합된다. 송신기(203) 및 수신기(201)에 의해 이용되는 특정한 무선 주파수가 마이크로프로세서(209)에 의

해 결정되며, 인터페이스 회로(213)를 통해 주파수 합성기(211)에 전송된다. 수신기(201)에 의해 수신된 데이터 신호가

디코드되고, 인터페이스 회로(213)에 의해 마이크로프로세서(209)에 결합되며, 송신기(203)에 의해 송신되는 데이터 신

호가 마이크로프로세서(209)에 의해 생성되며, 송신기(203)에 의해 송신되기 전에 인터페이스 회로(213)에 의해 포맷된

다. 송신기(203) 및 수신기(201)의 오퍼레이셔널 스테이터스가 인터페이스 회로(213)에 의해 인에이블되거나 디스에이블

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는, 마이크로프로세서(209)가, 인터페이스 회로(213)와 관련하여, 메모리부(215) 내에 저장된 파라미

터의 디폴트 셋트 및 프로그램의 제어하에서 필요한 프로세싱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프로세싱 유닛(217)의 일

부를 형성한다. 이와 함께, 마이크로프로세서(209) 및 인터페이스 회로(213)는 하나 이상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중 하나 이상은 디지털 신호 처리기(DSP)를 포함할 수 있다. 메모리부(215)는 종래의 ROM(221), EPROM

(223), RAM(225) 또는 EEPROM(227)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형태의 휘발성 및/또는 비휘발성 메모리를 포함한다. 무

선 통신 장치의 특징은 통상 EEPROM(227)에 저장되며 (가능하다면, 온 보드 EEPROM 내의 마이크로프로세서에도 저장

될 수 있음), 코들리스 베이스에 의해 오퍼레이션에 필요한 종래의 셀룰러 시스템 및/또는 BID(base identification)에서

동작하는데 필요한 NAM(number assignment)을 포함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데이터 링크 자원에 대한 요구가 이미 구축

된 데이터 링크 자원에 의해 수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저장된 명령어와, 요구를 한 어플리케이션과 하

나 이상의 이미 구축된 데이터 링크 자원을 공유하거나, 수신된 요구의 추가 요건을 수용하기 위해 데이터 링크 자원을 업

그레이드하기 위한 사전 저장된 명령어가 메모리부(215) 내에 포함되어 있다.

마이크로폰(229) 및 스피커(231)를 포함하는 사용자 오디오의 제어를, 사용자 인터페이스 회로(233)의 일부를 형성하는

오디오 프로세싱 회로(219)에 의해 제어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회로(233)는 키패드(들)(237) 및/또는 디스플레이(들)

(239)의 동작을 관리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세싱 회로(235)를 추가적으로 포함한다. 임의의 키패드 조작이 터치 센

서티브 디스플레이의 일부로서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고려된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를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이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첨부된 특허 청구

범위에 의해 정의된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주 내에서 벗어나지 않고, 당업자에게 많은 수정, 변경, 변동, 대체 및 등가물이 있

을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예시적인 무선 통신 시스템의 블록도.

도 2는 예시적인 무선 통신 장치의 블록도.

도 3은 무선 통신 장치와 무선 통신 네트워크 간의 복수의 데이터 링크 접속을 갖는 무선 통신 장치의 일 예를 도시하는 블

록도.

도 4는 본 발명의 적어도 일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링크 자원의 이용을 관리하는 방법의 흐름도.

도 5는 데이터 링크 자원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보다 상세한 흐름도.

도 6은 데이터 링크 자원에 대한 요구가 이미 구축된 데이터 링크에 의해 수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보다 상세한 흐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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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데이터가 해당 소켓에 전송되고 있지 않을 때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감분(decrementing)하기 위한 보다 상세한 흐

름도.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링크 자원 관리자의 블록도.

도 9는 도 8에 도시된 데이터 링크 자원 관리자를 포함하는, 무선 통신 장치와 무선 통신 네트워크 간의 데이터 링크 자원

을 생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다수의 오퍼레이셔널 레이어(multiple operational layer)의 프로세싱 아키텍처의 블록도.

도 10은 본 발명이 적용될 수 있는 무선 통신 장치의 블록도.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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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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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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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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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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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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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등록특허 10-0742010

- 18 -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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