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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통합된 근거리 통신 시스템(100)은 다수의 근거리로-위치된 통신 장치(110-1 - 110-N)를 포함하고, 상기 근거리로-위

치된 통신 장치 중 하나 이상은 근거리 인터페이스 모듈(120-1 - 120-N)에 동작적으로 결합된다. 근거리 통신 링크는 비

-근거리 통신 신호를 근거리로 통신 신호로 변환하여 이를 모든 근거리 통신 링크에 공통인 단일의 소정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송수신함으로써 하나 이상의 근거리인터페이스 모듈(120-1 - 120-N)을 통해 임의의 두 개의 근거리로-위치된

통신 장치(110-1 - 110-N) 사이에서 선택적으로 활성화된다. 전형적인 실시예(200)는 공중지상 이동 네트워크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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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상의 이동국, 공중 교환 전화 네트워크(260)와 관련된 하나 이상의 무선-강화 전화 인터페이싱 장치(210), 분산된

계산 환경에 선택적으로 배치된 하나 이상의 전자 데이터 단말기, 핸즈-프리 동작성을 위한 하나 이상의 무선 헤드셋을 포

함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기술분야

관련 출원에 대한 교차 참조

본 출원은 관련 주제를 보다 상세히 기술하는 다음의 공동-양도된 특허 출원: 1995년 6월 7일자로 출원되고, 명칭이

"MODULAR UNIT HEADSET"인 미국 특허 출원 제08/476,504호(Docket No. 27946-00098; 발명자: Nils Rutger

Rydbeck 및 Per Stein); 1995년6월 6일자로 출원되고, 명칭이 "ELECTRONIC EQUIPMENT AUDIO SYSTEM"인 미국

특허 출원 제08/47l,606호(Docket No. 27946-00085); 1995년 12월22일자로 출원되고 명칭이 "IDENTIFICATION OF

MOBILE CALLS WITHIN A MOBILE TELEPHONE SYSTEM"인 미국 특허 출원 제08/577,086호(Docket No. 27943-

00033; 발명자: Eric Valentine); 및 1994년 12월 12일자로 출원되고 명칭이 "MODULAR RADIO COMMUNICATIONS

SYSTEM"인 미국 특허 출원 제08/353,966호(Docket No. 27946-00070; 발명자: Per Stein)를 참조한다.

본 발명은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이며, 특히 통합된 근거리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무선 전기통신이 최근에 다방면으로 진보되어 수많은 새로운 제품이 제조되고 수많은 서비스가 행해지게 되었다. 이동 셀

룰러 전기통신 영역에서, 몇 가지 새로운 서비스는 통상적으로 사설 이동 가입자를 위해 집 또는 사업 환경 내에서 제공된

사설 서비스 및 공중 이동 가입자를 위해 공중 지상 이동 네트워크를 통하여 제공된 공중 서비스 둘 모두를 포함한다. 사설

및 공중 이동 서비스 둘 모두는 셀 롤러에 근거하여 제공될 수 있으며, 그 이동 가입자는 사설 및 공중 시스템 각각의 여러

기지국의 지리적인 유효범위 에어리지 사이에서 이동하는 것이 허용된다.

사설 이동 서비스는 통상적으로 무선 전화 표준 2(CT-2)와 같은 사설 무선 시스템 표준을 사용하여 구현되는 사설 이동

전화 네트워크를 통하여 제공된다. 사설 전화 시스템은 자립형 네트워크로서 제공되거나 고정된 전화 네트워크에 접속될

수 있다.

한편, 공중 이동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진보된 이동 전화 서비스(AMPS) 시스템 표준, 또는 세계적인 이동 통신 시스템

(GSM) 표준과 같은 통상적인 셀룰러 전송표준 중 하나를 사용하는 셀룰러 전기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제공된다.

무선 전화 제품의 영역이 또한 개발되었다. 공중 교환 전화 시스템(PSTN)에 접속되는 무선 전화 통신 시스템은 이미 공지

되었다. 무선 전화는 휴대용 유닛 및 기지국 내의 한 쌍의 무선 주파수(RF) 송수신기를 통하여 기지국과 통신하고 있는 휴

대용 전화 유닛을 사용하여 동작한다. 장치가 동작 가능하여 호출이 행해질 때,다이얼 톤 및 음성 신호는 휴대용 유닛 내의

RF 전송기로부터 기지국 내의 RF 수신기로 전송되고 나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PSTN 라인을 통하여 전송된다. 마찬가지

로, 호출이 수신될 때, 음성 신호는 기지국 내의 RF 전송기로부터 휴대용 유닛 내의 RF 수신기로 전송된다.

무선 전화는 코드에 의해 이동도가 손상되지 않고 전화 통신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편리하지만, 종래의 유선 전화와 같이,

동작 동안 휴대용 유닛을 잡기 위해 적어도 하나의 손을 여전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 종래의 무선 전화의 한계를 처리하고

자 하는 최근의 시도로 인해, 핸즈-프리(hands-free) 동작을 허용하는 헤드셋과 같은 휴대용 유닛이 개발되었다. Silver

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882,745호에서, "무선 헤드및 전화"가 서술되어 있으며, 여기서 단지 단일 이어폰이 다른 귀는

그대로 두고 하나의 귀에 꼽혀진다. 다른 관련 장치는 Wilson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741,030호에 서술되어 있고, 여

기서 무선 헤드셋은 사용자가 보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마이크로폰 근처에 위치된 다이얼 보드를 가지고 있다. Silver 장치

에서와 같이, Wilson 장치는 두 개의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을 서술하지 않고 음질을 향상시키고 외부 주변 잡을 차단하기

위한 음량 제어를 서술하지 않았다. 단지 단일 이어폰만을 사용하는 다른 무선 전화 헤드셋은 Kennedy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484,029호에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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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술된 무선 전화 헤드셋에 대한 최근의 개선점이 미국 특허 제5,113,428호에 서술되어 있고, 여기서 휴대용 유닛

은 자신의 푸시 버튼 키패드, 관련 제어 버튼, 재충전 가능한 배터리, RF 송수신기 및 음량을 제어할 수 있는 두 개의 이어

폰을 갖는 헤드셋 내에 완전히 포함된다.

상기 교차 참조되고 본원에 포함된 명칭이 "MODULAR UNIT HEADSET"이며 공동-양도된 계류중인 미국 특허 출원은

통합된 시스템을 서술한 것이며, 여기서 PSTN에 결합된 호스트 전자 시스템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듈 유닛으로 인하여

무선 및 유선 수단 둘 모두에 의해 혜드셋과 통신할 수 있다. 상기 교차 참조되고 본원에 포함되며 명칭이 "ELECTRONIC

EQUIPMENT AUDIO SYSTEM"인 또 다른 공동-양도된 계류중인 미국 특허 출원에서, 무선 및 유선 수단을 통하여 마이

크로폰과 통신할 수 있는 모듈 컨덕터를 갖는 모듈 포트가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다방면의 발전은 조작자가 보다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수의 물리적인 장치가 호환성이 증가되고 통합이 모듈

방식으로 논리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쉽게 인식할 수 있다. 가령, 그것이 지상선 통신을 행하기 위해 무선 전화에 대한연

장선으로 동작하도록 무선 전화 기지국과 통신할 수 있는 모듈러 유닛을 구비하는 이동국을 갖는 것이 유용하다. 단일 프

로토콜로 이동국 및 무선 전화 기지국 둘 모두와 통신할 수 있는 무선 헤드셋을 갖는 것이 또한 유용하다. 이와 같은 시스

템에서, 조작자는 여러 모듈 유닛을 상호교환하지 않고 다수의 통신 장치를 핸즈-프리로 동작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

다. 부가적으로, 전자 데이터 단말기를 이와같은 근거리 통신 시스템(LACS)으로 호환 가능하게 통합함으로써 단말기의 효

용이 부가적으로 최대화된다는 것이 상당히 유용하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이와같은 전자 데이터 단말기는 자립형

이거나 근거리 통신 네트워크, 텔레팩스 또는 호출기, 프린터, 또는 휴대용 데이터 작성기 내에 존재하는 컴퓨터일 수 있다

는 것이 명백하다. 더구나, 발신 인사 또는 기록된 호출자 메시지를 재생하며 착신 메시지를 기록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종

래의 전화 응답 기계를 LACS로 통합하면 확실히 조작자 편의성 및 장치의 사용이 개선될 것이다 본 발명의 방법 및 장치

및 본 발명의 각종 요소는 이와 같은 장점을 제공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현재 바람직한 전형적인 실시예의 한 양상에서, 본 발명은 다수의 근거리로-위치된 통신 장치를 구비하는 근거리 통신 시

스템(LACS)을 포함하며, 여기서 임의의 두 개의 근거리로-위치된 통신 장치는 소정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서로 통신하도록

선택적으로 동작할 수 있고, 이 장치들 중 하나 이상은 외부 또는 비-근거리 통신 네트워크와 관련될 수 있다. 근거리로-위

치된 통신 장치 각각은 또한 대응하는 근거리 인터페이스 모듈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 근거리 인터페이스 모듈은 착신통

신 신호를 수신하여 이를 하나 이상의 소정의 공통 프로토콜에 따른 근거리 전송에 적절한 근거리 트랜스포트 신호로 변환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현재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착신 통신 신호 또는 근거리 트랜스포트 신호는 공지된 방법에 따

라서 적절하게 변조된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일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신호 중 어느 한 신호는 음성, 비디오, 또는 데이터,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다.본원에서 부가적으로 근거리 인터페이스 모듈이 대응하는 통신 장치의 회로로 기능적

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통합되도록 할 수 있다. 또는, 대안적인 양상에서, 근거리 인터페이스 모듈은 대응하는 통신 장치

내에 형성된 모듈 포트에서 수용되도록 적응된 플러깅 가능한 모듈일 수 있다.

부가적인 양상에서, 본 발명은 셀룰러 이동 전기통신 네트워크와 관련된 하나 이상의 이동국, 공중 교환 전화 네트워크

(PSTN)와 관련된 하나 이상의 전화 인 터페이싱 장치(PID), 적어도 전자 데이터 단말기 및 하나 이상의 핸즈-프리 유닛을

포함한다. 당업자는 이와 같은 전자 데이터 단말기가 네트워크, 또는 프린터, 또는 호출기 또는 텔레팩스 기계 또는 휴대용

데이터 작성기에 선택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일 수 있다는 것을 본원을 참조하여 쉽게 이해할 것이다. 또는, 전자 데

이터 단말기는 다른 양상에서 단순히 전화 응답 기계일 수 있다. 더구나, 컴퓨터가 그래픽, 오디오, 비디오 및 데이터 인터

페이스를 갖는 형태의 멀티미디어 컴퓨터일수 있다는 것이 본원에서 고려된다. 게다가, PID는 무선-강화 전화 인터페이싱

장치 또는 유선 수단에 의해 크레이들 유닛(cradle unit)으로 접속된 핸드셋을 갖는 종래의 유선 전화일 수 있다. 이러한 장

치 각각은 자신의 일부인 근거리 인터페이스 모듈 및 임의의 다른 근거리 인터페이스 모듈 사이에 근거리 통신 링크를 선

택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송수신기를 포함하는 대응하는 근거리 인터페이스 모듈에 결합된다. 무선-강화 전화 인터페

이싱 장치는 근거리 인터페이스 모듈과 결합된 종래의 무선 전화 베이스 유닛 또는 대안으로 본원에서 홈 기지국이라 칭하

는 강화된 기능을 갖는 PSTN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근거리 인터페이스 모듈일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실시예에서 홈 기지

국은 호출 개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한 세트의 키패드를 구비할 수 있다. 또 다른 양상에서, 근거리 인터페이스 모듈은

근거리로 통신 링크를 선택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적외선 송수신기를 포함한다. 대안으로, 본 발명이 전자기파, 또는 광파,

또는 마이크로파 또는 자기파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매체를 사용하여 근거리 통신을 행하는 송수신기를

포함한다는 것이 본원에서 고려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PSTN을 통하여 호출을 행하거나 수신하기 위해 무선 전화 핸드셋으로 선택적으로 동작할 수 있

는 이동국이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LACS를 제공하는 것이다. 부가적인 목적은 이동국에 대한 무선 연장선 또는 PST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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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무선-강화 전화 인터페이싱 유닛과 접속되는 핸즈-프리 원격 유닛으로서 선택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무선 헤드셋

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상술된 바와 같은 전자 데이터 단말기를 본 발명의 LACS 내로 호환 가능하

게 통합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바람직하게는 무선인 두 개의 헤드셋을제공하는 것이며, 이 헤드셋들은 자

신들 사이의 근거리 통신 링크에서 그리고 헤드 셋 이외의 근거리로-위치된 통신 장치와 공통 프로토콜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방법 및 장치는 첨부 도면과 관련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함으로써 보다 완전하게 이해될 수 있다.

도 1은 다수의 통신 장치를 포함하는 통합된 근거리 통신 시스템의 광역 네트워크 상호접속의 블럭도.

도 2는 본 발명의 현재 바람직한 전형적인 실시예에 따른 통합된 근거리 통신 시스템의 블럭도.

도 3은 본 발명의 현재 바람직한 전형적인 실시예의 양상에 따라 구현된 근거리 통신 시스템의 블럭도.

도 4는 다수의 공중 지상 이동 네트워크(PLMN)의 공중 교환 전화 네트워크(PSTN)로의 네트워크 상호접속을 도시한 도

면.

도 5는 PLMN의 블럭도.

도 6은 종래의 지상-선 전화 유닛의 블럭도.

도 7은 종래의 무선 전화 베이스 유닛의 블럭도.

도8은 종래의 무선 헤드셋 유닛의 블럭도.

도 9A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국과 함께 사용하도록 적응된 근거리 인터페이스 모듈의 현재 바람직한 실시예의 블럭도.

도 9B는 본 발명에 따른 PSTN과 함께 사용하도록 적응된 홈 기지국 또는 직접-접속할 수 있는 근거리 인터페이스 모듈의

현재 바람직한 실시예의 블럭도.

도 9C는 본 발명에 따른 직렬 컴퓨터 포트 커넥터와 함께 사용하도록 적응된 근거리 인터페이스 모듈의 현재 바람직한 실

시예의 블럭도.

도 9D는 본 발명에 따른 전자 데이터 단말기와 함께 사용하도록 적응된 근거리 인터페이스 모듈의 현재 바람직한 실시예

의 블럭도.

도 9E는 본 발명에 따른 PSTN과 관련된 무선 전화 베이스 유닛과 함께 사용하도록 적응된 근거리 인터페이스 모듈의 현

재 바람직한 실시예의 블럭도.

도 10은 착신 호출용 근거리 무선 통신을 선택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 전형적인 결정 트리를

도시한 도면.

도 11A 및 11B는 호출 개시용 근거리 무선 통신을 선택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 전형적인 결

정 트리를 도시한 도면.

실시예

도 1은 일반적으로 참조 번호(100)로 표시된 본 발명에 따른 통합된 근거리통신 시스템(LACS)의 광역 네트워크의 상호접

속을 도시한 것이다. 근거리 통신 시스템(100)은 무선 통합된 다수의 전자 통신 장치(110-1 내지 110-N)를 도시한 것이

며, 이들 중 하나 이상은 본원에서 참조 번호(140-1 내지 140-4)로 도시된 외부 통신 네트워크에 접속될 수 있다. 다수의

장치(110-1 내지 110-4) 및 외부 통신 시스템(140-1 내지 140-4) 사이의 접속(130-1 내지 130-4)은 본 발명에 따라서

무선 또는 유선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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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을 참조하면, 다수의 근거리 인터페이스 모듈(120-1 내지 120-N)은 다수의 장치(110-1 내지 110-N)에 접속되는 것

으로 도시된다. 본 발명의 현재 바람직한 전형적인 실시예에 따라서, 다수의 근거리 인터페이스 모듈(120-1 내지 120-N)

각각은 다른 N-1 개의 근거리 인터페이스 모듈과 무선 통신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라서, 근거리 통신은 음성, 비디오 및

데이터, 또는 이들의 조합일 수 있다. 더구나, 근거리 통신이 무선, 적외선, 광 스펙트럼 또는 마이크로파, 또는 자기파, 또

는 유선과 같은 전자기파일 수 있는 근거리 매체와 관련된 단일 통신 프로토콜을 통해 행해진다. 근거리 신호는 종래 기술

에 공지된 임의의 적절하게 변조된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일 수 있다.

도 2는 일반적으로 참조 번호(200)로 표시된 본 발명의 현재 바람직한 전형적인 실시예의 블럭도를 도시한 것이다. 참조

번호(210)는 공중 교환 전화 네트워크(PSTN)(260)에 결합된 무선-강화 인터페이싱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한양

상에서, 무선-강화 전화 인터페이싱 장치(210)는 단순히 홈 또는 사무실에서 짧은 범위의 무선 통신을 할 수 있는 공지된

무선 전화 베이스 유닛일 수 있다.

도 2를 계속 참조하면, 참조 번호(240)는 공중 지상 이동 네트워크(PLMN)와관련된 공지된 이동국에 관한 것이다. 참조 번

호(230)는 근거리 통신 네트워크(LAN)와 관련될 수 있는 참조되고 상술된 전자 데이터 단말기에 관한 것이다. 당업자들은

전자 데이터 단말기(230)의 다수의 공지된 변화 및 변경이 존재한다는 것을 본원을 참조하여 이해할 것이다. 가령, 그것은

분산된 계산 환경과 선택적으로 관련되는 컴퓨터일 수 있다. 대안으로, 그것은 프린터, 또는 텔레팩스 기계, 또는 호출기,

또는 전화 응답 기계, 또는 휴대용 데이터 작성기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정신 내에서, 전자 데이터 단말기(230)의 이러한 공

지된 변화 및 변경은 본 발명에 따라서 근거리 통신 네트워크 내에 배열될 수 있다.

도 2를 계속 참조하면, 참조 번호(220)는 근거리 통신 경로를 활성화시킬 때 사용자를 가장 편리하게 하기 위해 현재 바람

직한 전형적인 실시예에서 제공된 무선 헤드셋에 관한 것이다. 참조 번호(250-1 내지 250-4)는 네 개의 근거리 인터페이

스 모듈에 관한 것이다. 근거리 인터페이스 모듈(250-1)은 무선-강화 전화 인터페이싱 장치(210)에 결합되고, 근거리 인

터페이스 모듈(250-2)은 무선 헤드셋(220)에 결합되며, 근거리 인터페이스 모듈(250-3)은 전자 데이터 단말기(230)에

결합되고, 근거리 인터페이스 모듈(250-4)은 이동국(240)에 결합된다. 당업자들은 근거리인터페이스 모듈(250-1 내지

250-4)이 별도의 기능 블럭으로 도시되어 있을지라도,이들이 자신의 각 통신 장치(210, 220, 230 및 240) 내에 구조적으

로 통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더구나, 무선-강화 인터페이싱 장치(210)는 자신과 관련된 근거리 인터페이스

모듈(250-1)이 자신의 모 회로 내에 또한 기능적으로 통합되도록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무선 헤드셋(220) 및 근거리 인

터페이스 모듈(250-2)은 본 발명의 한 양상에서 또한 기능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현재 바람직한 전형적인 실시예의 양상에 따라 구현된 근거리 통신 시스템이 도시되어 있다.

참조 번호(210)는 외부 지상-선 통신용 PSTN(260)과 관련되는 무선-강화 전화 인터페이싱 장치이다. 참조 번호(261)는

PSTN(260) 및 무선-강화 전화 인터페이싱 장치(210) 사이의 관련 경로이다. 이 경로(261)를 통한 통신 신호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일 수 있고, 이 경로는 특정 실시예에서, Tl 전화선, 또는 종합 정보 통신 네트워크(ISDN) 접속부, 또는 고-용

량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 회선(ADSL)일 수 있다. 근거리 통신용 근거리 안테나(211)를 갖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는 무선-

강화 전화 인터페이싱 장치(210)는 대응하는 근거리 인터페이스 모듈(도시되지 않음)과 결합된 무선 전화 베이스 유닛 또

는 직접-접속할 수 있는 홈 기지국일 수 있다.

이동국(240)은 셀룰러 통신용 PLMN(270)과 관련된다. 셀룰러 경로(271)는 진보된 이동국 서비스(AMPS) 시스템 표준

또는 세계적인 이동 통신 시스템(GSM) 표준과 같은 통상적인 셀룰러 전송 표준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 이동국(240) 및

PLMN (270) 사이에서 활성화될 수 있다. 이동국(240)은 자신(240) 및 기지국(도시되지 않음) 사이에서 셀룰러 통신 신호

의 송수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비-근거리 안테나(242)를 구비하고 있다. 게다가, 이동국(240)은 근거리 통신용 근거

리 안테나(243)를 갖는 근거리 인터페이스 모듈(241)에 결합된다. 이동국(240) 및 근거리 인터페이스 모듈(241) 사이의

결합은 셀룰러 경로(271)를 통한 비-근거리 셀룰러 통신 신호가 이하에 설명된 바와 같이, 근거리 통신 링크를 통하여 전

송되도록 근거리 통신 신호로 선택적으로 변환될 수 있도록 되고, 역도 또한 마찬가지로 된다.

무선 헤드셋(220)은 제 1 근거리 무선 통신 링크(310)를 통하여 이동국(240)에 대한 무선 연장선으로 동작하거나 제 2 근

거리 무선 통신 링크(320)를 통하여PSTN(260)을 통한 통신을 위한 핸즈-프리 전화 유닛으로서 동작할 수 있다. 제 3 근

거리 무선 통신 링크(330)는 이동국(240) 및 무선-강화 인터페이싱 장치(210) 사이에 선택적으로 설정됨으로써 이동국

(240)은 PSTN(260)을 통해 호출을 행하는 무선-강화 전화 인터페이싱 장치(210)와 관련된 핸즈-온(hands-on) 전화 유

닛으로서선택적으로 동작할 수 있다.

도 4를 참조하면, 참조 번호(410)는 일반적으로 본 발명의 현재 바람직한 전형적인 실시예의 양상에 따라서, 다수의

PLMN(270A, 270B)의 PSTN(260)으로의 네트워크 상호접속을 도시한 것이다. 이동 가입자(MS)(420)는 자신의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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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MN(270A)으로 PLMN 중 하나와 관련된다. 각각의 PLMN(270A, 270B) 내에, 네트워크에 의해 커버된 지리적인 에어

리어를 서비스하는 다수의 이동 스위칭 센터(MSC)(470A, 470B)가 존재한다. 자신의 홈 PLMN(270A)에 의해 서비스되

는 이동 가입자(420)는 게이트웨이 이동 스위칭 센터(GMSC)(430A)를 통하여 PSTN(260)과 접속함으로써 다른 무선및

유선 단말기와 통신할 수 있다. PSTN(260) 내의 관련된 액세스 텐덤(access tandem)(AT)(440)은 PLMN(270A)으로부

터 발생된 이동 호출은 PSTN(260) 내의 교환기 중 하나에 의해 서비스된 유선 단말기로 라우팅하거나 다른 PLMN의

GMSC(430B)에 의해 다른 PLMN(270B)으로 라우팅한다. 이동 가입자(420)가 자신의 홈 PLMN (270A)의 유효범위 에어

리어 외부로 이동하여 인접한 PLMN(270B)에 의해 커버된 지리적인 에어리어로 이동한 경우, 홈 PLMN(270A) 및 인접

PLMN(270B) 사이에 상호교환 핸드오프가 발생됨으로써 전기통신 서비스는 인접 PLMN(270B)으로부터 이동 가입자로

서 MS(420)로 지속적으로 제공된다.

도 5는 이동 스위칭 센터(470)를 포함하는 PLMN(270)의 블럭도이다. 게다가, PLMN(270)은 홈 위치 등록기(HLR)(480),

방문자 위치 등록기(VLR)(490) 및 다수의 안테나 시스템(500-1 내지 500-M)을 포함한다, 이동 스위칭 센터(470)는 또

한 일반적으로 종래 기술에서 기지국 시스템으로 공지되어 있고, 기지국 제어기(510) 및 하나 이상의 기지국 송수신기 스

테이션(BS)(520-1 내지 520-L)을 포함한다, 각 기 지국 송수신기 스테이션은 안테나 시스템(500-1 내지 500-M)의 서

브그룹과 관련된다. 이동 가입자(420)가 홈 네트워크로 할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HLR(480) 내에 엔트리가 생성된다. MS

(420)가 스위치 온 될 때마다, 그리고 이후에 규칙적인 간격으로, MS는 PLMN(270)으로 등록하여 자신의 위치 에어리어

를 제공할 것이다.

MSC(470)는 가입자 정보에 대하여 HLR(480) 및 VLR(490)과 직접 통신하여MS(420)가 PLMN(270)에 의해 커버된 지

리적인 에어리어 내에서 이동할 때 호출을 하나의 BS로부터 다른 BS로 전달한다. 더구나, GMSC(430)는 게이트웨이로 동

작하여PSTN(260)과 관련된 다른 유선 단말기 또는 다른 PLMN과 관련된 무선 이동 가입자로 액세스하도록 한다.

PLMN(270) 내외에서 셀룰러 호출을 설정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사용하여 시그널링 시스템 번호 7

(SS7)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통해 행해진다. 상기 교차-참조되고 본원에 포함된 1995년 12월 22일자로 출원된 명칭이

"IDENTIFICATION OF MOBILE CALLS WITHIN A MOBILE TELEPHONE SYSTEM"인 공동-양도된 계류중인 미국

특허 출원은 셀룰러 호출을 위한 특정 호출 식별자를 구성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사용하는 방법 및 시스템을 서

술한 것이다.

도 6을 참조하면, 종래의 지상선 전화의 블럭도가 일반적으로 610으로 도시되어 있다. 이 전화(610)는 크레이들(635) 및

핸드셋(645)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화(610)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전화 신호를 전달하는 유선 접속부(615)에 의해

PSTN(260)에 접속된다. 유선 접속부(615)는 도 3에서 도시되고 상술된 관련 경로(261)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크레이들(635)은 데이터 액세스 배열(DAA) 섹션(620), 키패드(625), 및 링거 회로(ringer circuit)

(630)를 포함한다. 한편, 핸드셋(645)은 스피커(640) 및 마이크로폰(650)을 포함한다. DAA(620)는 PSTN(260)에 접속

하기 위해 필요로 되는 아날로그 필터 및 다른 공지된 보호 장치를 포함한다. 키패드(625)는 PSIN(260)으로 호출될 번호

를 제공하는데 사용된다. 링거 회로(630) 및 공지된 관련 시그널링 수단은 착신 호출이 존재할 때 사용자에게 통지하기 위

하여 제공된다.

도 7은 가령 46 MHZ 내지 49 MHZ 주파수 범위에 근접하거나 그 범위 내의 주파수에서 동작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710

으로 도시된 종래의 무선 전화 베이스 유닛의 블럭도이다. 무선 전화 베이스 유닛(710)은 개념적으로 종래의 셀룰러 외부

방향 시그널링 채널과 유사한 방식으로 외부방향 신호를 전송하며 원격 휴대용 유닛(715)으로부터 서비스 요청을 수신하

는 적어도 시그널링 채널을 제공하는 초소형 셀룰러 시스템이다.

베이스 유닛(710)은 근거리 PSTN 라인 인터페이스(720), 안테나(770)에 결합된 원격 유닛 인터페이스(730), 채널 스위

치(740), 울리는 톤 신호와 같은 톤 신호를 발생시키는 톤 신호원(750) 및 제어기(760)를 갖는다, 채널 스위치(740)는 근

거리 PSTN 라인 인터페이스(720) 및 원격 유닛 인터페이스(730) 사이의 채널과, 톤 신호원(750) 및 원격 유닛 인터페이

스(730) 사이의 채널을 선택적으로 형성한다. 근거리 PSTN 라인 인터페이스(720)가 루프의 개방/폐쇄 제어를 수행하는

후크 회로(hook circuit)(도시되지 않음), 호출 신호를 검출하는 호출 검출 회로(도시되지 않음) 및 다이얼링 푸시-버튼 신

호를 전송하는 전송기(도시되지 않음)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 종래 기술에 공지되어 있다. 원격 유닛 인터페이스(730)가

음성-대역처리 회로(도시되지 않음), 혼합기(도시되지 않음), 안테나(770)에 결합된 무선 송수신기(도시되지 않음)를 포

함한다는 것이 종래 기술에 널리 공지되어 있다. 제어기(760)는 근거리 PSTN 라인 인터페이스(720), 채널 스위치(740),

원격 유닛 인터페이스(730)를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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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을 참조하면, 참조 번호(810)는 일반적으로 본 발명의 양상에 따른 무선 헤드셋의 블럭도를 도시한 것이다. 표준 무선

통신 프로토콜 또는 전용 프로토콜 중 하나를 사용하여 행해질 수 있는 근거리 통신 신호의 송수신을 위해 동작가능한 안

테나(820)는 무선 송수신기(830)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종래 기술에 널리 공지된 바와 같이 무선 송수신기(830)의 기능

은 동조 등을 위한 부수적인 전자 회로로 다수의 공지된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다.

도 8을 계속 참조하면, 무선 송수신기(830)로부터의 신호 출력은 근거리 반송 전파로부터 정보 신호를 추출하거나 정보 신

호를 사용하여 근거리 반송 전파를 변조하는 기저대역 변조기/복조기 블럭(840)으로 전송된다. 그리고 나서, 착신 정보 신

호는 구동기/증폭기 블럭(850)을 통하여 스피커(880) 내로 전송된다. 스피커(880) 및 구동기/증폭기 블럭(850)이 물리적

으로 구현시 다양하게 공지된 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 종래 기술에 널리 공지되어 있다. 발신 정보 신호는 마이크로폰

(870)에 의해 발생되며, 구동기/증폭기(850)에 의해 증폭된다. 그리고 나서, 증폭된 발신 정보 신호는 근거리 매체를 통한

근거리 전송을 위해 근거리 반송 전파로 변조된다. 무선 송수신기(830), 기저대역 변조기/복조기(840) 및 구동기/증폭기

(850)와 회선 통신하는 제어기 블럭(860)이 제공되어 정보 신호의 양방향 전송을 관리하도록 한다. 본 발명의 하나의 양상

에서, 제어기 블럭(860)은 마이크로프로세서, 다수의 제어 스위치, 메모리 및/또는 하드-와이어드 디지털 논리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상에서, 무선 헤드셋은 자신의 푸시 버튼 키패드 및 관련 제어 버튼, 그리고 재충전 가능한 배

터리와 같은 휴대용 전원을 갖는 단일 하우징을 포함하도록 구현될 수 있다. 부가적인 양상에서, 무선 헤드셋은 두 개의 이

어폰, 하우징에 고정적으로 장착된 스윙-아웃(swing-out) 마이크로폰, 강화된 실제 스테레오 사운드를 위한 음량 제어 및

사용자의 머리에 그 유닛을 고정시키는 보충적인 헤드 스트랩(head strap)을 포함할 수 있다. 더구나, 본 발명의 또 다른

양상에서 안테나(820)는 이어폰의 하우징으로부터 확장 가능하도록 이어폰 중 하나에 결합될 수 있을지라도, 마이크로폰

(870)에 제공된 스윙-아웃 암(arm) 내에 배치될 수 있다. 더구나, 종래의 온/오프 스위치 대신에, 근거리 통신 링크를 헤드

셋과 접속/비접속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음성으로-활성화되는 메커니즘이 제공될 수 있다. 부가적으로, 이어폰

은 탄력적인 고무 또는 가소성 재료로 이루어져서 사용자의 귀에 안전하게 맞춰지고 외부 배경 잡음이 가장 적게 수신되도

록 한다. 대안으로, 이어폰은 주변 배경 잡음을 더 감소시키기 위하여 고성능 이어폰과 유산한 포움 쿠션(foam cushion)용

의 컵 모양의 쿠션일 수 있다. 더구나, 무선 헤드셋의 미적인 면을 위해 어떤 디자인 특성이 또한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본

원을 탐조하여 이해하여야만 한다.

도 9A는 PLMA(270)(도시되지 않음)과 관련되는 이동국(240)(도시되지 않음)과 함께 사용하도록 적응된 근거리 인터페

이스 모듈의 현재 바람직한 전형적인 실시예의 블럭도이다. 도 9B는 PSTN(260)과 관련된 직접-접속할 수 있는 홈 기지

국으로서 적응된 근거리 인터페이스 모듈의 현재 바람직한 전형적인 실시예의 블럭도이다. 도 9C는 직렬 컴퓨터 포트 커

넥터와 함께 사용하도록 적응된 근거리 인터페이스 모듈의 현재 바람직한 전형적인 실시예의 블럭도이다. 도 9D는 전자

데이터 단말기(230)와 함께 사용하도록 적응된 근거리 인터페이스 모듈의 현재 바람직한 전형적인 실시예의 블럭도이다.

도9E는 PSTN(260)과 관련된 무선 전화 베이스 유닛(210)과 함께 사용하도록 적응된 근거리 인터페이스 모듈의 현재 바

람직한 전형적인 실시예의 블럭도이다.

특히 도9A 내지 9E의 근거리 인터페이스 모듈(905-A 내지 905-E)을 각각 참조하면, 본 발명의 현재 바람직한 전형적인

실시예에 따라서, 근거리 인터페이스 모듈은 실질적으로 서로 동일하고, 광범위하게는 도 8에 도시된 무선 헤드셋과 유사

하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상술된 바와 같이, 안테나(820)는 전자기파,적외선파, 전파, 마이크로파, 자기파, 광파

또는 심지어 유선 접속일 수 있는 단일근거리 통신 매체 상에서 표준 무선 통신 프로토콜 또는 전용 프로토콜 중 하나를 사

용하여 행해질 수 있는 근거리 통신 신호의 송수신을 위해 동작할 수 있다. 통신신호의 변조 및 복조는 인터페이스 회로 블

럭(910-A 내지 910-E)에 결합되는 기저대역 변조기/복조기(830)에 의해 이루어진다, 인터페이스 회로 블럭(910-A)은

근거리 인터페이스 모듈(905-A) 및 이동국(240)(도시되지 않음)에 결합된 시스템 커넥터(920) 사이에서 통신 신호의 적

절한 변환을 행한다. 인터페이스 회로 블럭(910-B)은 직접-접속할 수 있는 근거리 인터페이스 모듈(905-B)(또는 상술된

바와 같은 홈 기지국) 및 PSTN(260) 사이에서 통신 신호의 적절한 변환을 행한다. 인터페이스 회로 블럭(910-C)은 근거

리 인터페이스 모듈(905-C) 및 직렬 포트 커넥터(930) 사이에서 통신 신호의 적절한 변환을 행한다. 본 발명의 하나의 양

상에서, 직렬 포트 커넥터(930)는 RS-232 형태의 커넥터일 수 있다. 대안으로, 인터페이스 회로 블럭(910-C)은 상기 교

차 참조되고 본원에 포함된 공동-양도된 계류중인 미국 특허 출원 제08/353,966호에 서술된 바와 같이 PCMCIA-표준과

호환될 수 있다. 인터페이스 회로 블럭(910-D)은 근거리 인터페이스 모듈(905-D) 및 전자 데이터 단말기(935) 사이에서

통신 신호의 적절한 변환을 행한다. 인터페이스 회로 블럭(910-E)은 근거리 인터페이스 모듈(905-E) 및 PSTN(260)과

관련되는 무선 전화 베이스 유닛(210)사이에서 통신 신호의 적절한 변환을 행한다.

본 발명의 현재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각각의 근거리 인터페이스 모듈(905A 내지 905-E)은 인터페이스될 통신 장치

(도시되지 않음)의 하우징 내에 배치될 수 있다. 대안으로, 근거리 인터페이스 모듈은 또한 통신 장치 내의 모듈 포트에서

수용될 플러깅 가능한 유닛을 형성하도록 별도의 하우징 내에 배치될 수 있다. 상술된 바와 같이, 도 9A 내지 9E의 제어기

모듈(860)은 도 8의 제어기 모듈(860)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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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 11A 및 11B는 적어도 무선-강화 전화 인터페이스 장치, 이동국 및 무선 헤드셋 사이에서 근거리 무선 통신을 행하

기 위하여 본 발명의 지시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 전형적인 결정 트리를 나타낸 두 개의 흐름도를 도시한 것이다. 사용자

편리성 및 유연성을 최대화하는 것이 본 발명의 소정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동작 조건에 적합하도록 여러 결정 트리가 사

용될 수 있다.

특히 도 10을 참조하면, 호출 수신을 위한 근거리 무선 통신 링크를 선택적으로 활성화시키는 흐름도가 도시되어 있다. 단

계(1005 및 1020)는 착신 호출이PSTN 호출인지를 결정하거나 PLMN을 통한 셀룰러 호출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결정 블

럭이다. 호출이 PSTN 호출인 경우, 사용자는 호출 단말 장치로서 기능을 하기 위하여 이동국이 사용될지 헤드셋이 사용될

지를 결정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 단계는 결정 블럭(1010)에서 제공된다. 이동국이 현재 무선-강화 전화 인터페이스 장

치에 부착된 근거리 인터페이스 모듈의 무선 송수신기 유닛에 제공된 유효범위의 지리적인 에어리어 내에 존재하고 사용

자가 PSTN 호출을 수신하기 위하여 이동국을 사용하도록 선택한 경우, 사용자는 MS 경로(1011)를 취한다. 그 결정을 행

할 때, 사용자는 1015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국 및 무선-강화 전화 인터페이스 장치 사이에 무선 근거리 통신 링크를

선택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이동국이무선-강화 전화 인터페이스 장치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범위 외부에 있는

경우, 또는 사용자가 착신 PSTN호출을 수신하기 위하여 무선 헤드셋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헤드셋 경로

(1013)를 취하여 단계(1017)에서 무선 헤드셋 및 무선-강화 전화 인터페이스 장치 사이에 근거리 무선 통신 링크를 선택

적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더구나, 무선 헤드셋이 범위 외부에 존재하거나, 사용자가 무선 헤드셋을 사용하고자 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1012로 도시된 경로를 취함으로써 단계(1016)에서와 같이, 종래의 무선 또는 유선 핸드셋을 사용하여

PSTN 호출을 수신하도록 진행될 수 있다.

단계(1020)에 의해 결정된 바와 같이, 착신 호출이 셀룰러 호출인 경우, 사용자는 단계(1035)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

의 방법으로 이동국을 사용하여 그 호출을 수신할지 또는 단계(1040)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이들이 서로 적절한 범위내에

존재한다면, 이동국 및 무선 헤드셋 사이에 무선 근거리 통신 링크를 설정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도 11A 및 11B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양상의 지시에 따라서 호출을 개시하기 위한 전형적인 결정 트리가 도시되어 있다.

결정 블럭(1105 및 1125)은 발신 호출이 PLMN을 통해 전송될지 PSTN을 통해 전송될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발

신호출이 PSTN 호출인 경우, 사용자는 1104로 도시된 예 경로를 취한다. 이 단계 이후에, 사용자는 결정 블럭(1110)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국을 사용하여 호출을 개시할지 키패드를 갖는 무선 헤드셋을 사용하여 호출을 개시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사용자가 이동국을 사용하고자 하고 이동국이 무선-강화 전화 인터페이스 장치의 근거리 범위 내에 존재하는 경

우, 사용자는 MS 경로(1113)를 취함으로써 1121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국 및 무선-강화 전화 인터페이스 장치 사이

에 근거리 통신 링크를 선택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사용자가 헤드셋을 사용하기위해 헤드셋 경로(1111)를 취

하는 경우, 결정 트리의 그 다음 단계는 무선 헤드셋이 원격 동작을 위해 필요한 자신의 키패드를 구비하는지에 따른다, 이

조건은 결정 블럭(1115)에서 테스트된다, 결정이 아니오인 경우, 사용자는 경로(1116)를 취하여 단계(1117)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무선-강화 전화 인터페이싱 장치와 관련된 키패드를 사용하여 PSTN 호출을 개시한다. 그 후에, 사용자는 자신

이 결정 블럭(1115)에서 예 경로(1114)를 취하는 경우에 또한 도달되는 단계(1119)에서와 같이 무선 헤드셋을 사용하도

록 경로(1118)를 통하여 복귀될 수 있다. 대안으로, 이동국과 무선 헤드셋 어느 쪽도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지 않은 경우,

PSTN을 통한 호출 개시는 단계(1120)에서 도시된 무선-강화 전화 인터페이스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종래의 핸드셋

을 사용하여 진행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발신 호출이 1125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셀룰러 호출인 경우, 사용자는 헤드셋을 사용할지 이동국을 사용할

지를 선택할 수 있다. 헤드셋이 적절한 범위에 존재하지 않거나 헤드셋이 키패드를 구비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1141 또

는 1136 중 하나를 통하여 도달되는 단계(1165)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국을사용하여 셀룰러 호출을 개시한다. 이동

국을 사용하여 셀룰러 호출을 개시한 이후에, 사용자는 복귀 경로(1172)를 통하여 헤드셋을 사용하도록 복귀할 것인지 또

는117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국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갖는다. 또한, 결정 블럭(1140)에서 예

단계(1142)를 취함으로써, 사용자는 1160에 도시된 바와 같이, 헤드셋 및 이동국 사이에 근거리 통신 링크를 선택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장치 및 방법의 현재 바람직한 전형적인 실시예가 첨부 도면에서 도시되어 있고 상술된 상세한

기술에서 서술되어 있을지라도, 본 발명이 서술된 실시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청구항에 의해 설명되고 규정된

바와같이, 본 발명의 정신으로부터 벗어남이 없이 다양하게 재배열되고 변경되며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가령, 근거리 통신 경로가 적외선(IR) 또는 마이크로파 또는 자기파 링크를 포함하며 대응하는 수신기/전송기가 무선 송수

신기 대신 사용된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것이다. 부가적으로, 본원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은 "무선 송수신기"라는 용어는

DAMPS, GSM, DECT 등과 같은 무선 통신 표준을 사용하여 통신할 수 있는 무선 장치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형태의 적절

한 무선 제어논리를 포함한다. 송수신기는 전송기 및 수신기에 이외에, 통신 장치가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될 때 데이터

모뎀 회로를 포함할 수 있다. 더구나, 근거리 및 비-근거리(즉, 다수의 통신 장치 및 그들 각각의 외부 통신 네트워크 사이

에 배치된)통신 신호 둘 모두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일 수 있고, 음성, 비디오 및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상술

등록특허 10-0561046

- 8 -



된 전형적인 변경 및 대체가 단일 근거리 통신 매체를 사용하여 다수의 통신 장치 사이에 근거리 통신 경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근거리 통신 시스템(LACS)에 관한 본 발명의 정신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당업자들은 쉽게 인식할 것이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 1의 근거리로-위치된 통신 장치 및 근거리로-위치된 헤드셋이 일부를 형성하는 외부 통신 장치 사이에서 통신 링크를

활성화시키는 회로 어셈블리로서, 상기 제 1의 근거리로-위치된 통신 장치 및 상기 근거리로-위치된 헤드셋이 근거리 에

어리어 내에 함께 위치되는, 상기 통신 링크를 활성화시키는 회로 어셈블리에 있어서,

상기 제 1의 근거리로-위치된 통신 장치에 동작적으로 결합되며, 적어도 상기 제 1의 근거리로-위치된 통신 장치에 의해

발생된 근거리 트랜스포트-전송 신호를 적어도 근거리 에어리어 내에서 전송하는 제 1 근거리 인터페이스 모듈.

상기 근거리로-위치된-헤드셋에 동작적으로 결합되며, 적어도 상기 제 1 근거리 인터페이스 모듈에 의해 전송된 상기 근

거리 트랜스포트-전송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근거리 트랜스포트-전송 신호를 상기 근거리로-위치된 헤드셋에 제공함으

로써, 상기 근거리로-위치된 헤드셋이 일부를 형성하는 외부 통신 시스템과의 통신링크를 활성화시키는 제 2 근거리 인터

페이스 모듈을 구비하는, 통신 링크를 활성화시키는 회로 어셈블리.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헤드셋은 사용자에게 적합하며, 사용자의 머리 주변에 위치되도록 적응된 무선 헤드셋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링크를 활성화시키는 회로 어셈블리.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헤드셋은:

사용자의 머리에 부착하기 위한 하우징;

근거리 통신 신호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상기 하우징 내에 배치된 송수신기;

상기 송수신기에 결합된 안테나;

상기 송수신기를 제어하며 상기 송수신기에 동작적으로 접속된 제어기;

스피커를 가지며 상기 하우징에 부착된 하나 이상의 이어폰;

상기 하우징에 부착된 마이크로폰;

상기 하우징 내에 포함된 전원; 및

상기 하우징 내에 포함되며 상기 송수신기에 의해 수신된 근거리 통신 신호를 증폭하기 위하여 상기 송수신기에 동작적으

로 접속된 증폭기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링크를 활성화시키는 회로 어셈블리.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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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양-방향 통신 링크는 자기 매체를 통하여 활성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링크를 활성화시키는 회

로 어셈블리.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양-방향 통신 링크는 마이크로파 매체 및 광 파장 매체 중 하나 이상을 통하여 활성화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통신 링크를 활성화시키는 회로 어셈블리.

청구항 6.

이동 셀룰러 전기통신 네트워크와 관련된 이동국, 지상선 공중 교환 전화 네트워크와 관련된 무선-강화 기지국, 상기 이동

국 및 상기 무선-강화 기지국 중 하나 이상과 통신할 수 있는 무선 헤드셋을 갖는 무선 근거리 통신 시스템을 통하여 통신

을 설정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이동국, 상기 무선-강화 기지국 및 상기 무선 헤드셋 각각은 개별적인 근거리 인터페이스

모듈과 결합되는 무선 근거리 통신 시스템을 통한 통신 설정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이 상기 무선-강화 기지국과 관련된 제 1 전송 범위 내에 존재하는지 결정하는 단계;

상기 이동국이 상기 무선-강화 기지국과 관련된 제 1 전송 범위 내에 존재하는 경우, 상기 이동국 및 상기 무선-강화 기지

국 사이에 제 1 근거리 무선 경로를 선택적으로 설정하는 단계;

그렇지 않은 경우, 상기 이동국이 상기 무선 헤드셋과 관련된 제 2 전송 범위 내에 존재하는지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이동국이 상기 무선 헤드셋과 관련된 제 2 전송 범위 내에 존재하는 경우, 상기 무선 헤드셋 및 상기 이동국 사이에 제

2 근거리 무선 경로를 선택적으로 설정하는 단계;

그렇지 않은 경우, 상기 무선 헤드셋이 상기 무선 강화 기지국과 관련된 상기 제 1 전송 범위 내에 존재하는지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무선 헤드셋이 상기 무선-강화 기지국과 관련된 상기 제 1 전송 범위 내에 존재하는 경우, 상기 무선 헤드셋 및 상기

무선-강화 기지국 상이에 제 3 근거리 무선 경로를 선택적으로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 1 근거리 무선 경로, 상기 제 2 근거리 무선 경로 및 상기 제 3 근거리 무선 경로는 공통 근거리 통신 프로토콜을

통하여 활성화되는 무선 근거리 통신 시스템을 통한 통신 설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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