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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음성 및 비음성 데이터 통신을 위한 무선 단말기(terminal)들을 포함하는 디지탈 통신 시스템이 공지되어 있다. 플렉시블
한 혼합된 음성 및 비음성 데이터 통신 시스템을 얻기 위해서, 혼합된 실시간 음성 및 신뢰할 수 있는 비음성 데이터 통신
을 위한 단말기들이 제공되며, 셋업 채널(set-up channel)들이 할당된 통신 자원들을 먼저 해제하지 않고, 비음성 또는 혼
합된 음성 및 비음성 통신 시스템들에 동적으로 할당된다. 이와 함께, 애플리케이션 층과 같은 더 높은 레벨 층에서 매우
빠른 스위칭(switching over)이 달성되지만, 시스템의 다른 장치들은 그러한 스위칭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다. 멀티미디
어 통신에서는, 이런 빠른 스위칭이 특히 유리하다.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제 1 디지탈 무선 유닛을 갖는 제 1 스테이션(station) 및 그 제 1 스테이션과의 무선 통신을 위해 배열된 제 2
디지탈 무선 유닛을 갖는 제 2 스테이션을 포함하는 디지탈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이며, 그 시스템은 음성 및 비 음성 통신
을 위해 배열된다. 그러한 시스템은 소위 DECT(Digital European Cordless Telecommunications) 시스템, 셀룰러 이동
무선 시스템, 독립형의(stand-alone) 로컬 무선 시스템 또는 유사한 기술들을 적용시킨 무선 LAN, 이러한 시스템들의 조
합, 멀티미디어 시스템 또는 임의의 다른 적절한 시스템과 같은 무선 통신 시스템일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그러한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무선 스테이션 및 그 스테이션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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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기술

  이러한 종류의 디지탈 통신 시스템은 유럽 특허 출원 EP 0 615 393호에 공지되어 있다. EP 0 615 393호에서, 비음성 데
이터 패킷들은 소위 데이터 폰(data phone)들에 의해 셀룰러 음성 네트워크에 전송되지만, 음성 통신은 음성 폰(voice
phone)들을 통해 행해진다. 공지된 시스템에서는, 디지탈 데이터 전송을 필요로 할 때, 프리 음성 채널(free voice
channel)들의 풀(pool)은 그 풀에서 프리 채널을 점유하려고 하는 데이터 폰들을 위해 지정된다. 만약 실패하면, 데이터 폰
들은 약 수 초 내에 다시 시도한다. 음성 및/또는 비음성 데이터 통신 사이의 동작 모드들을 빨리 변화시킬 필요가 있을 때,
단일 스테이션을 통해 혼합된 음성 및 비음성 데이터 통신을 하는데 그러한 시스템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 특히, 멀티미
디어 통신들에서, 스테이션은 빠르게 변하는 통신 요구시, 동작 모드들을 매우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에 의해 표준화된, DECT 코드리스 전화 시스템(cordless
telephony system)이 또한 공지되어 있다. 그러한 DECT 시스템, TDMA(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TDD(Time
Division Duplex) 시스템에서, 음성 및 비음성 통신은 개별 표준들로 표준화된다. 음성 통신 또는 임의의 다른 실시간 통신
에 대해서는, 데이터의 연속적인 스트림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비음성 데이터 통신에 대해서는, 매우 신뢰할 수 있는 무선
링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DECT 데이터 표준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통신 링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데
이터 포맷들과 프로토콜들을 규정한다. 그러나, 특히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들에서, 시스템이 빠르게 변하는 통신 요구
에 적합하도록 그 시스템을 배열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통신 요구가 빠르게 변하는 혼합된 음성 및 비음성 데이터 통신에 적합한 상기 종류의 디지탈 통신 시
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본 발명에 따른 디지탈 통신 시스템은 상기 스테이션들 중 어느 하나에서의 셋업 요청시 적어도 하나의
무선 채널을 셋업하고, 접속 요청시 음성 및/또는 비음성 모드에서 상기 제 1 및 제 2 스테이션을 상기 적어도 하나의 셋업
무선 채널상에서 접속시키고, 다른 접속 요청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셋업 무선 채널을 해제하지 않고 상기 음성 및/또는 비
음성 모드를 상기 적어도 하나의 셋업 무선 채널 중 적어도 하나상에서 변경시키도록 배열되며, 이에 의해 상기 시스템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프로토콜을 적용함으로써 비음성 모드에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교환하도록 배열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접속이 먼저 해제되지 않는 경우, 음성 통신 모드에서 비음성 통신 모드로의 스위칭 및 그 반대의
스위칭을 할 때 시간이 상당히 절약된다는 견지에 기초한다. 그러므로, 모드들을 변경시키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의 요구는 매우 빠르게 충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음성 데이터 통신을 위한 2개의 채널들이 처음에 스테이션에 대해 셋
업되는 경우, 음성 전송이 요구되면 즉시 한 채널이 음성 전송에 동적으로 할당되지만, 비음성 전송은 중단되지 않고 저전
송 레이트에서만 동작한다. 3개의 처음 셋업 채널들에 대해, 비음성 통신의 데이터 속도가 점차적으로 적응되기 때문에,
상황은 훨씬 더 좋아진다. DECT 기술들을 적용할 경우, 본 발명은 현재 스테이션 근처에 위치하는 다른 DECT 장치들이
결코 모드 변화를 알아 차리지 못하고,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이 DECT 타입의 승인들에 대해 따라야 하는 DECT
CTRO6 공재 표준에 완전히 따른다는 큰 이점을 갖는다. 음성 통신은 음성 신호들, 음악 신호들, 또는 유사한 실시간 신호
들의 전송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디지탈 통신 시스템의 일실시예에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프로토콜은 비음성 데이터에 에러 정정 코드
들을 부가하거나, 교환된 데이터를 수신 확인(acknowledging)하거나, 손상된 데이터를 재전송하는 것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 여기서는, 비음성 데이터의 신뢰할 수 있는 전송이 보장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특정한 그리고 유리한 사용은 하나의 스테이션에서의 무선 전화세트와 대화식 그래픽 태블릿(interactive
graphical tablet)을 조합시키고 다른 스테이션에서의 무선 유닛과 개인용 컴퓨터를 조합시킨다. 이러한 방법으로, 대화식
그래픽 태블릿은 개인용 컴퓨터로의 입력과 개인용 컴퓨터로부터의 출력을 에뮬레이트(emulate)하기 위한 원격 장치로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개인용 컴퓨터를 원격 제어하여, 예를 들어, WINDOWS™ 하에서 애플리케이션들을 실
행할 수 있다. 보안상의 이유로, PC가 설치되어 있는 방을 나가기 전에, 먼저 PC 로컬 키보드를 차단(block)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디지탈 통신 시스템의 다른 실시예에서, 스테이션들은, 상기 원격 WINDOWS™ 애플리케이션 등과 유사
한 로컬 독립형(local stand-alone) 환경에서, 또는 원한다면 이더넷 네트워크(Ethernet network)들과 같은 네트워크들
과 결합한 코드리스 전화 환경에서, 또는 셀룰러 전화 환경 등에서 서로 통신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다른 시스템 구성
요소들과 함께 사용되는 개별 모듈(module)들로 구현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듈들 중 하나는 개인용 컴퓨터의 슬롯(slot)에
삽입된 PCMCIA 모듈일 수 있고, 다른 모듈은 예를 들어, DECT 무선과 대화식 그래픽 태블릿 사이에서 결합하는 모듈일
수 있다.

  본 발명은 이후 첨부 도면들을 참조하여 예로써 기술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디지탈 통신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제 1 및 제 2 스테이션을 도시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에서 접속 셋업 및 변경을 도시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에서 음성 및 비음성 데이터의 메시지 포맷들을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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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에서 2개의 스테이션들 사이의 신뢰할 수 있는 음성 데이터 전송의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
콜(sliding window protocol)을 도시한 개략도.

실시예

  도 1은 제 1 스테이션(2) 및 제 2 스테이션(3)을 포함하는 본 발명에 따른 디지탈 통신 시스템(1)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다. 제 1 스테이션(2)은 제 1 디지탈 무선 유닛(4)을 가지며, 제 2 스테이션(3)은 제 2 디지탈 무선 유닛(5)을 가지고, 그 무
선 유닛들(4, 5)은 음성 통신 모드 및 비음성 통신 모드 둘 다에서 서로 무선 통신하도록 배열되어, 예를 들어, 멀티미디어
통신을 허용할 수 있다. 무선 유닛들(4, 5)은 소위 DECT(Digital European cordless Telecommunications) 표준을 구현
하는 무선 유닛들,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에 의해 표준화된 에어 인터페이스(air
interface)일 수 있으나, 또한 적어도 GSM(Global systems for Mobile Communications)과 같은 다른 적절한 무선 표준
들의 에어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도 있다. 주어진 예들에서, 디지탈 무선 유닛들(4, 5)은 DECT 표준에 따라 동작한다.
DECT의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 특히 음성 통신에 대해서는 핸드북 "Cordless Telecommunications in Europe", H. W.
Tuttlebee, Springer Verlag, 1990, Appendix 3, pp. 273-284를 참조하면 된다. 이 핸드북의 278페이지에는. DECT 물
리층이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다운링크 방향 및 업링크 방향으로 2배의 12개의 타임슬롯들의 멀티캐리어
TDMA(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TDD(Time division Duplex) DECT 프레임 구조 및 음성에 대한 DECT 메시지
포맷이 도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해당 기술 분야에 잘 알려져 있다. 이 핸드북의 279 및 280 페이지에는, 아이들 모
드(idle mode)에서 기지국에 대한 핸드셋(handset)들의 로킹(locking)과 호 셋업(call set-up)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
다. 신뢰할 수 있는 비음성 데이터 통신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24kbits/s 정미(net)의 최대 단방향 스루풋(throughput)의
소위 Type A 데이터 전송을 기술하고 있는 DRAFT DECT Standard pr ETS 300 435, 1994년 9월, 1-13 페이지와, 소
위 DECT MAC-layer(Medium Access Control)에서의 멀티플렉싱과 비보호된 데이터 포맷 및 보호된 데이터 포맷을 보
여주는 ETSI DECT Standard ETS 300 175-3, 1992년, 1 페이지 및 43-52 페이지 43-52를 참조하면 된다. 제 1 스테
이션(2)은 디지탈 무선 유닛(4)에 연결된 대화식 그래픽 태블릿(6)을 포함한다. 태블릿(6)은 태블릿으로의 그리고 태블릿
으로부터 디스플레이 기능들과 데이터 전송 기능들을 제어하는 마이크로제어기(6A)에 연결되며, 그 마이크로제어기는 프
로세서, ROM 및 RAM 메모리, I/O 포트들을 포함한다. 그러한 마이크로제어기는 본래 잘 알려져 있다. 그와 같은 대화식
그래픽 태블릿은 미국 특허 제 5,231,381호에 기술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그 내용은 본 명세서에 참조로 포함된다. 제 2
스테이션(3)은 디지탈 무선 유닛(5)에 연결된 개인용 컴퓨터(7)를 포함한다. 일실시예에서, 스테이션들(2, 3)의 조합은 원
격으로 제어되는 개인용 컴퓨터로서 사용될 수 있지만, 동시에 원격 스테이션과 다른 스테이션들 사이의 음성 통신을 허용
한다. 이 실시예에서, 핸드셋(8)은 스테이션(2)에 연결되고, 스테이션(3)은 근거리 통신망(local area network) 또는 공중
교환망(public switched network) 또는 음성 트래픽을 위한 네트워크(network for voice traffic)에 연결된다. 개인용 컴
퓨터에서는, 대화식 그래픽 디스플레이(6)에 의해 원격으로 제어되는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WINDOWS™ 애플리케이션은 개인용 컴퓨터(7)에서 실행될 수 있으며, 대화식 그래픽 태블릿(6)은 PC의 디스플레이 스
크린 및 키보드를 에뮬레이트(emulate)한다. 시스템(1)은 독립형 시스템, 코드리스 전화 시스템 또는 셀룰러 전화 시스템
중 하나일 수 있다. 도 1은 다른 단말기(terminal) 구조들을 더 도시한다. 디지탈 무선 유닛(10), 대화식 그래픽 태블릿(11)
을 포함하는 스테이션(9) 및 핸드셋(12)은 공중 교환 원격통신망(14)에 연결된 DECT 기지국(13)과 통신하도록 배열된다.
스테이션(9)은 혼합된 음성 및 비음성 데이터 통신들을 위해 배열된다. 핸드셋(12)은 보통 전화 수신기, 핸즈프리
(handsfree) 전화기 등일 수 있다. 이러한 핸드셋들은 본래 공지되어 있다. 스테이션(15)은 디지탈 무선 유닛(16) 및 개인
용 컴퓨터(17)를 포함하고, 그 스테이션(15)은 네트워크(14)에 연결된 DECT 기지국(18)과 무선 통신을 하도록 배열된다.
스테이션(9)은 개인용 컴퓨터(17)에 대한 원격 입력/출력 장치로서 사용될 수 있지만, 동시에, 음성 통신을 허용한다. 이더
넷(Ethernet)(20)을 통해 공중망에 연결된 퍼스널 컴퓨터(19)가 도시된다. 스테이션(9)은 또한 컴퓨터(19)와의 데이터 통
신을 허용하도록 배열될 수 있다. 또한, 소위 백본을 갖는 사설 자동 구내 교환기(private automatic branch exchange;
PABX)(26)에 연결된 기지국들(23, 24, 25)과 통신할 수 있는 본 발명에 따른 스테이션(22)이 도시되며, 그 스테이션(22)
이 기지국들(23, 24, 25)에 의해 형성된 마이크로 셀룰러(micro-cellular) 네트워크에서 로밍(roam)하도록 한다.

  이러한 PABX는 미국 특허 번호 제 5,418,838호에 기술되어 있으며, 여기에 참조로 포함된다. 개인용 컴퓨터(27)는 이더
넷(28)을 통해 PABX(26)에 연결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본 발명에 따른 대화식 무선 스테이션(interactive
wireless station)은 전화로 주식(share)들을 주문하는 동시에 주식 시장으로부터 최신 정보를 얻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또는 음성 통신을 하는 동시에 여권 사진과 여권 데이터가 중앙 데이터 베이스에 대해 체킹될 수 있는 공항에서의 보안 환
경에 사용될 수 있으며, 또는 중단되지 않은 트래픽과의 혼합된 음성 및 비음성 통신들을 요구하는 유사한 애플리케이션에
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먼저 자원들 전부를 해제하지 않고, 실시간 음성 트래픽 및 신뢰할 수 있는 비음성 데
이터 트래픽간에 할당된 무선 자원들을 스위칭하는 것을 제공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제 1 스테이션(2)과 제 2 스테이션(3)을 보다 상세히 도시한다. 제 1 스테이션(2)은 안테나(31)와
제어 유닛(32)에 연결된 RF 프론트-엔드 유닛(RF front-end unit)(30)을 포함한다. 제어 유닛(32)은 RF 프론트-엔드 유
닛(30)으로의 및 그 유닛(30)으로부터 데이터 스트림들을 제어하는 DECT-제어기(33)를 포함한다. 채널들이 셋업되었을
때, 그러한 채널들은 주어진 주파수-타임슬롯 조합들을 점유한다. DECT-제어기(33)는 핸드셋(8)에서 DECT-제어기
(33)로 및 DECT-제어기(33)에서 핸드셋(8)으로 디지탈 음성 데이터를 코딩 및 디코딩하는 스피치 코덱(34)에 연결된다.
DECT의 경우, 코덱(34)은 32kbits/s의 완전한 슬롯 비트 레이트를 가진 소위 ADPCM(Adaptive Differential Pulse code
Modulation) 코덱이다. DECT 제어기(33)는 또한 버퍼(35)에 연결되어, 대화식 그래픽 태블릿(6)과 같은 외부 장치에 사
용자 데이터 및 제어 데이터 경로(36)를 제공한다. 제어 유닛(32)은 ROM/RAM 메모리(38)에 연결된 프로세서(37)를 더
포함한다. 프로세서(37)는 코덱(34), DECT-제어기(33), 버퍼(35), 사용자 데이터 및 제어 데이터 경로(36)를 제어한다.
경로(36)는 병렬 8비트 I/O 경로, 직렬 I/O 경로 또는 명령들 및 데이터용의 임의의 다른 적절한 I/O 경로일 수 있다. 프로
세서(37)는 경로(36)를 통해 수신된 제어 데이터를 평가하고, DECT 제어기(33)의 스위치 기능을 제어할 수 있어, 셋업 채
널들 또는 무선 자원들 중 하나로 코덱 경로를 동적으로 스위칭 온/오프하고, 경로(36)를 통해 셋업 채널들에 수신된 사용
자 데이터를 적어도 일부 스위칭 온/오프할 수 있다. 유사하게, 제 2 스테이션(3)은 RF 프론트-엔드 유닛(40), 안테나(41)
및 제어 유닛(42)을 포함한다. 제어 유닛(42)은 DECT-제어기(43), 코덱(44), 버퍼(45), 사용자 데이터 및 제어 경로(46),
프로세서(47) 및 ROM/RAM 메모리(48)를 포함한다. 사용자 데이터 및 제어 데이터 경로(46)는 그러한 개인용 컴퓨터(7)
와 같은 외부 장치에 연결될 수 있다. 제어 유닛(42)을 공중 교환 전화망(14)에 연결시키기 위해, 제어 유닛(42)은 라인 인
터페이스 회로(49)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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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1)에서 접속 셋업(connection set-up)과 접속 변경(connection modification)을 도시한
다. 외부 제어 장치로서 대화식 그래픽 태블릿(6), 개인용 컴퓨터(7), 프로세서들(37, 47)에 대해 시간(t)의 함수로서 이벤
트들(events)이 도시된다. 수직 라인들은 소스(source)들 및 이벤트들의 싱크(sink)들을 나타내고, E6은 대화식 그래픽
태블릿을 나타내며, E37은 프로세서(37)를 나타내고, E47은 프로세서(47)를 나타내고, E7은 개인용 컴퓨터(7)를 나타낸
다. 시그널링 다이어그램을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DECT-제어기들(33, 43)의 레벨의 상세화된
시그널링(signalling)들은 생략되었으며, 이러한 시그널링은 이미 공지된 것이다. 본 발명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면, 이러
한 보다 상세화된 시그널링의 원리들을 나타낼 것이다. 스테이션들(2, 3)간에는 어떠한 무선 링크도 셋업되어 있지 않으
며, 스테이션(2)은 DECT 기지국으로서 기능하는 스테이션(3)으로의 로킹(lock)을 먼저 시도하는 아이들 모드에서 DECT
핸드셋으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DECT에서는, 각 시간에 각 기지국이 적어도 베어러(bearer)에 액티브 상태로
있어, 핸드셋들은 이들이 그렇게 하도록 승인될 때, 기지국에 항상 로킹할 수 있다. 이벤트(B_SYN)에서, 프로세서(37)는
스테이션(2)에 RF-프론트-엔드 유닛(30)을 통해 싱크 메시지를 전송하기 시작한다. 로킹(Locking)이 성공적이라고 가정
되면, 아이들 모드(idle mode)에서, 스테이션(2)은 스테이션(3)에 로킹된다. 더 높은 층 레벨에서, 프로세서(37)가 경로
(36)를 통해 n 채널들의 셋업을 시작하기 위해 셋업 명령(SU_n)을 얻게 되며, n은 양의 정수이다. 그 예에서는 n=2로 주어
진다. DECT에서, 채널은 주파수-타임 슬롯 조합이다. 프로세서(37)는 명령(SU_n)을 해석하여, 스테이션(3)에 에어 인터
페이스를 통해 더 낮은 층 레벨의 셋업 요구나 이벤트(LSU_1)를 전송하기 시작하여 제 1 채널을 얻는다. 이용 가능할 때,
프로세서(47)는 제 1 채널이 할당되고, 에어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 1 채널 할당의 수신 확인(A_CH1)을 스테이션(2)에 전
송하기 시작함을 나타내기 위해 표시(I_CH1)를 개인용 컴퓨터(7)에 전송한다. 유사하게, 이벤트들(events)(LSU_2), 표시
(indication)(I_CH2) 및 수신 확인(acknowledgement)(A_CH2)은 각각의 프로세서들(37, 47)에 의해 시작된다. 모든 요
구된 할당들이 성공적이면, 프로세서(37)는 경로(36)를 통해 관련 외부 장치에 수신 확인 이벤트(A_OK)를 전송하기 시작
한다. 그러므로, 본 예에서, 2개의 무선 채널들이 셋업되었다. 그 후, 프로세서(37)는 경로(36)를 통해 2개의 데이터 채널
들(d)에 대한 접속 요청 C1_RQ(2d)을 얻으며, 현재 음성 채널은 필요 없다. 더 낮은 층의 레벨에서는, 이러한 접속 요청
C1_RQ(2d)에 의해 관련 코드들을 스위칭 오프(switch off)하도록 하는 다수의 서브-요구(sub-request)들이 얻어지며,
관련 데이터 버퍼 등을 초기화하도록 한다. 시그널링 다이어그램에서, 이는 요구 이벤트(LC1_RQ), 개인용 컴퓨터(7)로의
표시(I_2D) 및 수신 확인 이벤트(A_C1_RQ)에 의해 개략적으로 표시된다. 모두가 정상적이면, 보다 높은 레벨의 층에서,
프로세서는 경로(36)를 통해 수신 확인 명령(A_RQ_OK1)을 전송하기 시작한다. 그 후, 논리 레벨에서, 32 kbits/s의 2개
의 동시 데이터 채널들 각각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통신에 이용될 수 있다. 이 목적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은 상기 2개의 데이터 채널들의 각각의 ROM 메모리들(38, 48)로부터 프로세서들(37, 47)에 의해 로딩(load)되
고, 데이터 통신이 시작될 수 있다. 더 높은 레벨의 애플리케이션이 비음성 데이터 통신을 위해 할당된 채널들 중 하나에
음성 통신을 시작하도록 요구한다고 가정된다. 그 이유는 핸드셋(8)이 오프-훅(off-hook)되기 때문이거나, 또는 인입 호
요구가 수신되기 때문이다. 이어서, 더 높은 레벨 층 또는 애플리케이션은 음성 및 데이터 채널에 대한 다른 접속 요구
(C2_RQ(v&d))를 프로세서(37)에 전송하기 시작한다. 프로세서들(37, 47)에 의해 더 낮은 레벨 요구 및 수신 확인 메시지
들(LC2_RQ, A_C2_RQ)을 처리한 후, 프로세서(37)는 경로(36)를 통해 수신 확인 메시지(A_RQ_OK2)를 전송하기 시작한
다. 요청(LC2_RQ)을 시작한 후, 프로세서(47)는 표시(I_VD)를 개인용 컴퓨터(7)에 전송한다. 여기에서, 데이터 전송의 중
단 없이, 다른 데이터 전송이 더 낮은 32kbits/s 레이트로 발생할지라도, 음성 통신은 매우 빠르게 시작될 수 있다. 유사하
게, 음성 통신이 더 이상 필요 없다면, 데이터 전송 레이트는 더 높은 비트 레이트로 다시 변경될 수 있다. 본 발명의 기본적
인 형태에서, 하나의 채널만이 처음에 설정되지만, 이것은 음성 통신이 필요할 때, 데이터 전송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하
나보다 많은 채널의 셋업시 단점을 갖는다. 처음에 2개보다 많은 채널들이 셋업될 때, 이것은 비음성 데이터 통신 비트 레
이트의 변경이 보다 점진적이게 된다는 이점을 갖는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1)의 음성 및 비음성 데이터의 메시지 포맷들을 도시한다. 실시간 음성 데이터와 같은 비
보호된 데이터를 위한 DECT MAC-layer 데이터 포맷 UDF 및 신뢰할 수 있는 비음성 데이터와 같은 보호된 데이터를 위
한 DECT MAC-layer 데이터 포맷 PDF이 도시된다. 논리 제어 채널(LCH)들은 48 비트들을 점유하며, 16 비트들의
CRC(Cyclic Redundancy code) 다음에는 각각 320 비트의 비보호된 데이터 UPD과, 64 비트의 보호된 데이터 PD1,
PD2, PD3, PD4와 그 보호된 데이터 다음에 오는 16 보호 비트 P1, P2, P3, P4로 된 4개의 그룹들이 온다. 보호 비트(P1,
P2, P3, P4)들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전송을 행하기 위해 사용자 데이터에 부가된다. 게다가, 신뢰할 수 있는 비음성 데
이터 접속을 얻기 위해서는, 손상된 메시지의 경우에 메시지 수신 확인 및 재시도(retry)가 적용된다. 비보호된 메시지 및
보호된 메시지 모두는 다른 목적들을 위해 4비트의 트레일러 비트(trailer bit)(X)를 갖는다. 음성 모드에서 비음성 모드로
의 스위칭시, DECT-제어기들(33, 43)은 적절한 메시지 프로토콜을 적용하기 위해 각각의 프로세서들(37, 47)에 의해 지
시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1)의 2개의 스테이션들(2, 3)간의 신뢰할 수 있는 비음성 데이터 전송의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sliding window protocol; SWIN)을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왼쪽에는, 전송 패킷들(TP)의 파일(pile)이 도시되어
있고, 오른 쪽에는 수신된 패킷들의 파일이 도시되어 있다. 왼쪽에는, 슬라이딩 윈도우 WIN가 전송하에서 패킷들을 따라
이동하는 것을 도시되며, "Busy"로 표시되어 있다. 또한, 왼쪽에는 이미 전송된 패킷들이 도시되어 있으며, "Done"으로 표
시되어 있고, 아직 전송되고 있는 패킷들은 "To Do"로 표시되어 있다. 유사하게, 수신측에서, 수신된 패킷들은 이미 수신
된 패킷들에 대해서는 "Rec"로 표시되어 있고, 빈 버퍼 위치들에 여전히 수신될 패킷들에 대해스는,"Empty"로 표시되어
있다. 화살표들 'ACQ' 및 'DATA'는 패킷 수신 확인 및 전송 데이터의 흐름을 표시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윈도우
(WIN)는 전송 패킷들을 따라 이동한다. 이미 공지되어 있는 그러한 프로토콜은 여분의 버퍼들을 요구하지 않아서 어떠한
여분의 전송 지연도 존재하지 않으며 재접속에 대해 투명하다. 그 이유는 프로토콜 정보가 접속에 걸쳐 유지되기 때문이
다. 그 프로토콜은 스테이션들(2, 3) 모두에 적용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 1 디지탈 무선 유닛을 갖는 제 1 스테이션 및 상기 제 1 스테이션과의 무선 통신을 위해 배열된 제 2 디지탈 무선 유닛
을 갖는 제 2 스테이션을 포함하는 디지탈 통신 시스템으로서, 상기 시스템은 음성 및 비음성 통신을 위해 배열되는, 상기
디지탈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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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시스템은 상기 스테이션들 중 어느 하나에서의 셋업 요청시 적어도 하나의 무선 채널을 셋업하고, 접속 요청시 음성
및/또는 비음성 모드에서 상기 제 1 및 제 2 스테이션을 상기 적어도 하나의 셋업 무선 채널상에서 접속시키고, 다른 접속
요청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셋업 무선 채널을 해제하지 않고 상기 음성 및/또는 비음성 모드를 상기 적어도 하나의 셋업 무
선 채널 중 적어도 하나상에서 변경시키도록 배열되며, 이에 의해 상기 시스템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프로토콜을 적용
함으로써 비음성 모드에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교환하도록 배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통신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프로토콜은 상기 비음성 데이터에 에러 정정 코드들을 부가하거나, 교환된
데이터를 수신 확인(acknowledging)하거나, 손상된 데이터를 재전송하는 것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디지탈 통신 시
스템.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스테이션은 전화 핸드셋(telephone handset) 및 대화식 그래픽 태블릿
(interactive graphical tablet)을 포함하는, 디지탈 통신 시스템.

청구항 4.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스테이션은 개인용 컴퓨터에 연결되는, 디지탈 통신 시스템.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개인용 컴퓨터는 주어진 사용자 프로그램에 따라 동작하도록 배열되며, 상기 제 2 스테이션은 대
화식 그래픽 태블릿 상에서 상기 개인용 컴퓨터의 입력 및/또는 출력 기능들을 에뮬레이트(emulate)하도록 배열되는, 디
지탈 통신 시스템.

청구항 6.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독립형 시스템(stand-alone system)인, 디지탈 통신 시스템.

청구항 7.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코드리스(cordless) 또는 셀룰러 전화 시스템이며, 상기 시스템에서 상기
제 1 스테이션은 이동국인, 디지탈 통신 시스템.

청구항 8.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DECT 시스템인, 디지탈 통신 시스템.

청구항 9.

  음성 및 비음성 통신을 위해 배열된 디지탈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통신 스테이션(communication station)으로
서, 상기 통신 스테이션은 다른 통신 스테이션의 디지탈 무선 유닛과의 무선 통신을 위해 배열된 디지탈 무선 유닛을 포함
하는, 상기 통신 스테이션에 있어서,

  상기 통신 스테이션은 적어도 하나의 무선 채널에서 셋업 요청시 셋업하도록 배열되는 다른 통신 스테이션에 셋업 요청
을 전송하도록 배열되며, 상기 통신 스테이션은 또한 접속 요청시 음성 및/또는 비음성 모드에서 상기 통신 스테이션들을
상기 적어도 하나의 셋업 무선 채널 중 적어도 하나상에서 접속시키도록 배열되는 다른 통신 스테이션에 접속 요청을 전송
하도록 배열되며, 상기 통신 스테이션은 또한 다른 접속 요청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셋업 무선 채널을 해제하지 않고 상기
음성 및/또는 비음성 모드를 상기 적어도 하나의 셋업 무선 채널 중 적어도 하나상에서 변경시키도록 배열되는 다른 통신
스테이션에 다른 접속 요청을 전송하도록 배열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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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의해, 상기 통신 스테이션들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프로토콜을 적용시킴으로써 상기 비음성 모드에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교환하도록 배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스테이션.

청구항 10.

  음성 및 비음성 통신을 위해 배열된 디지탈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될 통신 스테이션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기
통신 스테이션은 다른 통신 스테이션의 디지탈 무선 유닛과의 무선 통신을 위해 배열되는 디지탈 무선 유닛을 포함하는,
상기 통신 스테이션에 사용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통신 스테이션은 다른 통신 스테이션에 셋업 요청을 전송하고, 상기 다른 통신 스테이션은 상기 셋업 요청시 적어도
하나의 무선 채널을 셋업하고, 상기 통신 스테이션은 또한 상기 다른 통신 스테이션에 접속 요청을 전송하고, 상기 다른 통
신 스테이션은 상기 접속 요청시 음성 및/또는 비음성 모드에서 통신 스테이션들을 상기 적어도 하나의 셋업 무선 채널 중
적어도 하나상에서 접속시키고, 상기 통신 스테이션은 또한 다른 통신 스테이션에 다른 접속 요청을 전송하며, 상기 다른
통신 스테이션은 다른 접속 요청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셋업 무선 채널을 해제하지 않고 음성 및/또는 비음성 모드를 상기
적어도 하나의 셋업 무선 채널중 적어도 하나상에서 변경시키며, 이에 의해, 상기 통신 스테이션들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
터 프로토콜을 적용시킴으로써 상기 비음성 모드에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교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스테이
션 사용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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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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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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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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