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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모바일 통신 장치 및 이러한 모바일 통신 장치를 제어하는방법

요약

본 발명은 상이한 동작 기능을 갖는 다수의 동작 모드를 포함하는 모바일 통신 장치(11) 및 모바일 통신 장치(11)를 위한

방법을 개시한다. 본 발명에 따른 모바일 통신 장치(11)는 사용자(10)의 신체-관련 파라미터 및/또는 모바일 통신 장치의

환경 파라미터를 측정하기 위한 센서(12, …, 18)를 포함한다. 모바일 통신 장치(11)는, 사용자(10)의 신체-관련 파라미터

및/또는 모바일 통신 장치(11)의 환경 파라미터를 평가하기 위한 선택 모듈, 및 신체-관련 파라미터 및/또는 환경 파라미

터에 대한 평가 데이터에 따라 모바일 통신 장치(11)의 개별 동작 모드를 조장하기 위한 동작 모드 모듈을 갖추고 있다. 특

히, 본 발명에 따른 모바일 통신 장치(11)는 모바일 무선 세트를 포함할 수 있다.

대표도

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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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모바일 통신 장치, 환경 파라미터, 신체-관련 파라미터, 동작 모드, 무선 장치, 센서, 신경망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상이한 동작 기능을 갖는 다수의 동작 모드를 포함하는 모바일 통신 장치 및 그 동작 모드를 제어하는 방법에 관

한 것으로, 여기서 적어도 하나의 동작 기능은 모바일 통신 장치의 개별 동작 모드를 통해 결정된다. 특히, 본 발명은 이러

한 사용자-제어 모바일 무선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최근에, 전세계적으로 모바일 무선 네트워크의 모바일 이용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따라

서, 모바일 통신 장치는 거의 모든 삶 상태 또는 삶의 활동 범위(walk) 내의 사람들과 동행한다. 오늘날,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이러한 모바일 수신 장치의 사용자들에 대해 이미 다수의 사용자 프로파일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사용자가 현재 위치하는 현재 환경에 대해 동작 기능을 적응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수동적으로만 가능하고, 사전

에 상이한 동작 모드의 사용자에 의한 정의를 필요로 한다.

특허문헌 DE 196 39 492에는 자동 구조 구동 시스템이 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시간 경과(time lapse), 펄스, 지상 고

도, 습도, 충격력 등과 같이) 측정 모듈의 정의된 위험한 상태가 발생하면, 시스템의 구동이 절박하다는 경고가 광학적으로

또는 음향적으로 제공된다. 이 경고가 정의된 시간 내에 ACK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지리학적 위치 및 개인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가 모바일 무선 장치에 의해 공지된 번호로 전송되고, 이 데이터는 음성 모듈(speech module)에 의해 음성 신

호로 변환된다.

특허문헌 DE 202 14 189에는 환자의 신체상의 기능 수치의 전송을 위한 시스템이 개시되어 있다. 측정 장치에 의해 적어

도 하나의 신체상의 기능 수치가 측정되고, 측정 장치는 측정치 특정 정보를 무선으로 모바일 송수신 장치로 전송한다. 모

바일 송신 및 수신 장치는 이 측정치 특정 정보를 모바일 무선 네트워크에서 전자 메시지의 형태로 전송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전술된 단점을 갖지 않는 새로운 모바일 통신 장치 및 모바일 통신 장치

의 상이한 동작 모드를 제어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특히, 사용자로부터의 어떠한 도움 없이, 모바일 통신 장치의 동

작 모드가 자동적으로 변경된 환경에 대해 적응되는 것을 허용하는 단순하고 효과적인 자동화된 방법 및 장치가 제안되어

야 한다.

이러한 목적은, 본 발명에 따라, 특히 독립항의 요소를 통해 달성된다. 또한, 유리한 실시예가 독립항 및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결과로서 일어난다.

특히, 이들 목적은, 상이한 동작 기능을 갖는 다수의 동작 모드를 포함하고, 사용자의 신체-관련 파라미터 및/또는 모바일

통신 장치의 환경 파라미터를 측정하기 위한 센서를 포함하는 모바일 통신 장치가, 사용자의 신체-관련 파라미터 및/또는

모바일 통신 장치의 환경 파라미터를 평가하기 위한 선택 모듈, 및 신체-관련 파라미터 및/또는 환경 파라미터에 대한 평

가 데이터에 따라 모바일 통신 장치의 개별 동작 모드를 적응시키기 위한 동작 모드 모듈을 포함하는 본 발명을 통해 달성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실시예 변형은, 모바일 통신 장치의 동작 모드가 사용자로부터의 어떠한 도움 없이 자동적으로

변경된 환경 및/또는 다른 상태에 대해 적응될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 더욱이, 동작 모드의 자동적인 선택에 의해, 특히

모니터링 기능 및 경보 기능이 트리거될 수 있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실시예 변형에 있어서, 모바일 통신 장치는, 신체-관련 파라미터로서, 사용자의 음성 피치(voice pitch) 및/또는 음성 액티

비티(vocal activity) 및/또는 이동 방향 및/또는 이동 유형 및/또는 두뇌 액티비티 및/또는 신체 위치 및/또는 체온 및/또는

혈당 함유량 및/또는 혈액의 산소 함유량 및/또는 아드레날린 레벨 및/또는 심장 율동(cardiac rhythm)을 측정하기 위한

센서를 포함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실시예 변형은,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diabetics)의 경우에, 혈당 레벨이 자동적으

로 모니터링될 수 있고, 호출음(ringing tone)이 외부 상태(사용자의 활동 상태(active phase), 사용자의 휴식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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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ing phase))에 대해 자동적으로 적응될 수 있는 이점, 또는 일반적으로 동작 모드가 외부 상태 및/또는 사용자 파라미

터에 대해 적응될 수 있는 이점을 갖는다. 추가 이점은 센서의 특정 선택의 결과로서 일어난다. 따라서, 예를 들어, 음성 액

티비티 및/또는 음성 피치(음성의 상승(louder or raising))의 측정은 사용자에 대한 감정적인 스트레스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요구받지 않은(unsolicited) 판촉 통화 또는 어떤 번호로부터의 통화 또는 일반적인 통화 또는

모든 종류의 메시지는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고/않거나, 그것은 예를 들어 응답 장치로 통화의 자동적인 전송을 지시할

수 있다. 특히, 두뇌 액티비티는 또한 예를 들어 활동 상태(고 α 액티비티) 및/또는 휴식 상태(γ 액티비티) 및/또는 긴급 상

황(변경된 β 액티비티)의 인식을 위해 α/β/γ 파를 이용할 수 있다. 센서의 타입 및/또는 수가 전술된 목록에 의해 제한되지

는 않지만, 대신에 보호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능한 측정 파라미터에 관련된다는 것이 지적되어야 한다. 이들 센서

는 모바일 통신 장치 내에 설치될 수 있거나, 또는 무선 또는 유선 접속을 통해 모바일 통신 장치에 접속될 수 있다.

또다른 실시예 변형에 있어서, 모바일 통신 장치는, 환경 파라미터로서, 통신 장치의 주위 영역의 광 수치(light value) 및/

또는 기온 및/또는 노이즈 레벨을 측정하기 위한 센서를 포함한다. 그 중에서 특히, 이 실시예 변형은, 전술된 실시예 변형

과 동일한 이점을 갖는다. 신체-관련 파라미터 및 환경 파라미터의 결합을 통해, 선택 모듈은 보다 우수하고(finely), 보다

타당하게(plausibly) 동작할 수 있다. 시끄러운 환경에 있어서, 예를 들어, 보다 소리가 큰 호출음이 자동적으로 설정될 수

있고/있거나, 신체 위치와 결합하여 광 수치의 감소에 있어서, 이는 사용자의 취침 또는 휴식 상태로서 해석될 수 있다.

또다른 실시예 변형에 있어서, 모바일 통신 장치는 모바일 무선 장치를 포함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실시예 변형은, 현

대 삶의 거의 모든 상황에서의 모바일 무선 장치의 광범위한 분포 및 그 존재로 인해, 이러한 실시예 변형이 특히 이치에

닿을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

또다른 실시예 변형에 있어서, 모바일 통신 장치는 플레이스테이션(play station)을 포함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실시

예 변형은, 현대 삶의 거의 모든 상황에서의 플레이스테이션의 광범위한 분포 및 그 존재로 인해, 이러한 실시예 변형이 특

히 이치에 닿을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

또다른 실시예 변형에 있어서, 모바일 통신 장치는 전문가 모듈(expert module)을 더 포함하고, 전문가 모듈에 의해, 사용

자의 신체-관련 파라미터 및/또는 모바일 통신 장치의 환경 파라미터에 종속적인 동작 모드의 선택이 패턴 인식에 기초하

여 자기-학습(self-learning)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 전문가 모듈은 예를 들어 패턴 인식을 위한 적어도 하나의 신경망

(neural network)을 포함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실시예 변형은, 통신 장치의 복잡한 프로그래밍 없이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이 사용자에게 요구되지 않고, 소정의 파라미터를 갖는 가장 적합한 동작 모드의 자동적인 선택이 자기-적응

(self-adapting) 방식으로 시간에 따라 향상된다는 이점을 갖는다.

또다른 실시예 변형에 있어서, 선택 모듈은, 적어도 하나의 신체-관련 파라미터 및/또는 적어도 하나의 환경 파라미터에

대하여 모바일 통신 장치에 의해 경보 기능을 트리거하기 위한 사전정의가능한 임계치를 포함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실시예 변형은, 사용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경보 기능이 특히 단순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모바일 통신 장치에 의해 달성

될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

또다른 실시예 변형에 있어서, 센서(예를 들어, 압력 센서)는 사용자에 의해 구동되고, 대응하는 측정 신호는 환경 파라미

터로서 기록되고, 모바일 통신 장치 상에서 구동하는 애플리케이션은 동작 모드 모듈에 의해 제어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실시예 변형은, 플레이스테이션이 모바일 통신 장치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 또한, 사용자의 아드레날

린 수치가 추가 센서에 의해 캡처되는 경우, 소정의 선호도(attractiveness)를 보증하도록, 또한 동시에 건강 위험(예를 들

어, 간질 발작)을 방지하도록, 게임의 흥분 가능성(excitement potential)이 그에 대응하여 사용자에 대해 제어될 수 있다.

여기서, 본 발명에 따른 방법에 부가하여, 본 발명은 또한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 언급되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은 모바일 무선 장치에 제한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모바일 통신 장치에 관련된다.

다음에, 예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 변형이 설명된다. 이들 실시예 예시는 다음의 첨부된 도면에 의해 예시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사용자(10)와 모바일 통신 장치(11)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블록도로, 여기서 사용자의 신체-관련 파라미터 및/또는

모바일 통신 장치의 환경 파라미터는 센서 및/또는 측정 장치(12 내지 18)에 의해 측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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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도 마찬가지로 사용자(10)와 모바일 통신 장치(11)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블록도로, 여기서 (예를 들어, 사전정의가능

한 임계치에 도달하면) 센서 및/또는 측정 장치(12 내지 18)의 측정 파라미터는 통신 네트워크(20,21)를 통해 중앙 유닛

(30)으로 전송될 수 있고, 예를 들어 비상 호출 때문에 의사 또는 경찰서에 의해 사용되는 바와 같은 비상 호출 서비스

(emergency call service)(31)를 경보하는데 이용될 수 있음.

실시예

도1은 본 발명을 달성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이 실시예 예시에 있어서, 모바일 통신 장

치는 상이한 동작 기능을 갖는 다수의 동작 모드를 포함한다. 도1에 있어서, 도면부호(11)는 이러한 모바일 통신 장치 또는

본 발명에 따라 기술된 방법 및/또는 시스템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포함하는 필요한 인프

라스트럭처를 갖는 소위 모바일 노드에 관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모바일 통신 장치(11)는 소위 다양한 네트워크 위

치에서 및/또는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도록 설계되는 모든 가능한 고객 댁내 장치(Customer Premise Equipment)

(CPE)이다. 특히, 모바일 통신 장치는 예를 들어 모바일 무선 장치, 랩탑, PDA 또는 플레이스테이션일 수 있다. 모바일 통

신 장치(11)는 또한 다수의 상이한 네트워크 표준을 지원할 수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상이한 물리적 네트워크 인터페

이스를 갖는다. 모바일 통신 장치의 물리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예를 들어 이더넷이나 또다른 유선 LAN(Local Area

Network), 블루투스,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GPRS(Generalized Packet Radio Service),

USSD(Unstructured Supplementary Services Data),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 및/또

는 W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 등으로의 인터페이스를 포함할 수 있다. 통신 네트워크(20, 21)는, 예를 들어

지상 모바일 무선 네트워크(예를 들어, GSM 또는 UMTS 네트워크) 또는 위성-기반 모바일 무선 네트워크와 같은 모바일

무선 네트워크, 및/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고정 네트워크(예를 들어, 일반 전화 교환망(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PSTN), 월드와이드 패킷-지향 IP 백본 네트워크 또는 적합한 LAN(Local Area Network) 또는 WAN(Wide

Area Network))를 포함한다. 이미 부분적으로 언급된 바와 같이, 모바일 무선 네트워크(20, 21)를 통한 통신은, 예를 들어

USSD(Unstructured Supplementary Services Data) 또는 MExE(Mobile Execution Environment), GPRS

(Generalized Packet Radio Service),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또는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 같은 다른 기술과 같은 시그널링 채널을 통하여, 또는 이용자 서비스 채널을 통하여, 예를

들어 특정 단문 메시지(예를 들어, SMS(Short Message Services), MMS(Multimedia Message Services), EMS

(Enhanced Message Services))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동작 기능은, 예를 들어, 착신 통화의 경우에 모바일 통신 장치의

디스플레이 상의 그림(picture) 및 로고의 디스플레이, 광 신호, 진동 세기, 호출 볼륨, 호출음 및/또는 칼렌더 경보 기능과

같은 경보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개별 동작 기능 수치의 측정(determination)은 그 전체에서 특정 동작 모드를 형성한다.

모바일 통신 장치(11)는 모바일 통신 장치의 환경 파라미터 및/또는 사용자의 신체-관련 파라미터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

장치(12, …, 18) 및/또는 센서를 포함한다. 센서는, 신체-관련 파라미터로서, 예를 들어 사용자의 심장 율동을 측정하기

위한 센서, 사용자의 혈압을 측정하기 위한 센서, 사용자의 아드레날린 레벨을 측정하기 위한 센서, 사용자의 혈액의 산소

함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센서, 사용자의 신체 위치를 측정하기 위한 센서, 사용자의 이동 방향 및/또는 이동 유형을 측정하

기 위한 센서, 사용자의 음성 액티비티를 측정하기 위한 센서, 및/또는 환경의 노이즈 레벨을 측정하기 위한 센서, 환경의

기압을 측정하기 위한 센서 및/또는 환경의 원자,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성분을 검출하기 위한 센서 및/또는 낮 시간(time

of day)을 검출하기 위한 센서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센서(12, …, 18)는 또한 예를 들어 통신 장치(11)의 절대 위치를

측정하기 위한 GPS 모듈(Global Positioning Module)을 포함할 수도 있다. 센서 및/또는 검출기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

적으로 측정치를 캡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바일 통신 장치의 하우징 내의 온도 센서는 하우징의 온도 및 그에 따라 또

한 간접적으로 환경의 온도를 캡처할 수 있다. 각 측정 파라미터는 동작 모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

(10)의 신체 위치가 측정될 때, 사용자(10)의 신체 위치가 수평인 경우(누워 있음(lying), 취침(sleeping), 휴식(resting),

모바일 통신 장치는 무소음(soundless) 동작 모드로 자동적으로 스위칭할 수 있다. 센서(12, …, 18)는 예를 들어 체온, 펄

스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자 상에 직접 놓일 수 있고(16, …, 18), 또는 모바일 통신 장치(11) 내에 통합될 수 있다(12, …,

15). 이들이 사용자 상에 직접 놓이는 경우, 이들은 가공되지 않은(rough) 측정 신호 및/또는 처리된 측정 데이터를 무선으

로 또는 케이블 접속에 의해 모바일 통신 장치(11)로 전송할 수 있다. 이는 환경 파라미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모바일 통신 장치(11)는 또한 사용자의 신체-관련 파라미터 및/또는 모바일 통신 장치의 환경 파라미터의 평가를 위한 선

택 모듈을 포함하거나 또는 그 모듈에 접속된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의 신체-관련 파라미터 및/또는 환경 파라미

터가 변하는 경우, 모바일 통신 장치의 동작 모드는 동작 모드 모듈에 의해 변경된 상태(취침, 운전)로 적응될 것이다. 선택

모듈 및 동작 모드 모듈은 모바일 통신 장치 내의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달성될 수도 있다. 선택 모듈 및 동

작 모드 모듈은 그에 대응하여 모바일 통신 장치 내에 구현될 수 있거나, 또는 예를 들어 통신 네트워크(20, 21)를 통해 무

선 또는 유선 통신 인터페이스에 의해 통신 장치에 접속될 수 있다.

도2도 마찬가지로 본 발명을 달성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이 실시예 예시에 있어서, 적어

도 하나의 신체-관련 파라미터 및/또는 환경 파라미터에 대하여, 모바일 통신 장치의 선택 모듈은 또한 경보 기능의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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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거를 위한 사전정의가능한 임계치를 포함한다. 가능한 예로서, 여기서는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 및/또는 운동선수를

위해 혈당 레벨을 측정하기 위한 센서가 언급되어 있다. 혈당 레벨이 소정의 임계치 아래로 감소하거나 또는 소정의 임계

치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모바일 통신 장치의 경보 모드가 자동적으로 트리거된다. 경보 모드에 있어서, 예를 들어, 의

사 또는 경찰에 대한 비상 호출 서비스와 같은 비상 호출 서비스가 경보될 수 있다. 경보는 또한 특히 모바일 통신 장치(11)

의 위치 표시뿐만 아니라 사용자(10)에 대한 신체-관련 파라미터를 포함할 수 있다. 이는 예를 들어 전술된 네트워크(20,

21)를 통해 일어날 수 있다. 그에 따라, 비상 호출 서비스(31)는 예를 들어 모바일 통신 장치(11)에 의해 직접적으로 경보

될 수 있고, 또는 평가 데이터가 중앙 유닛(30)으로 전송될 수 있는데, 이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GPS 모듈에 의한 위치

모니터링과 같은) 모바일 통신 장치(11) 내의 추가적인 모니터링 기능을 구동시킬 수 있고, 모바일 통신 장치(11)를 통해

사용자(10)의 직접 모니터링을 착수할 수 있고/있거나, 스스로 경보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

실시예 예시로서, 모바일 통신 장치가 또한 전문가 모듈을 포함할 수 있고, 전문가 모듈에 의해 사용자(10)의 신체-관련 파

라미터 및/또는 모바일 통신 장치(11)의 환경 파라미터에 종속적인 사용자에 의한 동작 모드의 선택이 패턴 인식(예를 들

어, 사용자의 행동 패턴)에 기초하여 자동적으로 학습가능하게 된다는 것이 지적되는 것은 중요하다. 전문가 모듈을 위한

소프트웨어는 애플릿으로서 달성될 수 있고,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모바일 통신 장치로 전송될 수 있다. 패턴 인식을 위한

전문가 모듈은 예를 들어 적어도 하나의 신경망을 포함할 수 있다. 통상적인 정적 및/또는 동적 신경망이, 퍼셉트론 또는

다층 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MLP)과 같이, 예를 들어 피드포워드(헤테로결합(heteroassociative)) 네트워크

와 같은 신경망으로서 선택될 수도 있지만, 또한 예를 들어 순환 네트워크(recurrent network) 구조와 같은 다른 네트워

크 구조가 상상될 수 있다. 피드백을 갖는 네트워크(순환 네트워크)에 대조하여,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의 상이한 네트워크

구조는, 그 네트워크에 의해 정보가 처리되는 방식을 결정한다. 정적 신경망의 경우에, 구조는 충분한 근사 품질을 가지면

서 정적 특성 필드의 반복을 보장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신경망은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통해 전문가 모듈로 달성될

수 있다. 이 실시예 예시를 위해서, 다층 퍼셉트론이 예로서 선택될 수도 있다. MLP는 적어도 하나의 입력층 및 하나의 출

력층을 갖는 다수의 신경층으로 이루어진다. 구조는 정확히 포워드로 향하게 되고,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의 그룹에 속한다.

신경망은 일반적으로 m-차원 입력 신호를 n-차원 출력 신호로 매핑한다. 여기에 고려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에서 처리되

는 정보는 입력 신경을 갖는 층인 입력층에 의해 수신된다. 입력 신경은 입력 신호를 처리하고, 이들을 가중 접속

(weighted connection)인 소위 시냅스를 통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숨은(hidden) 신경층인 숨은 층들로 포워딩한다. 숨은

층들로부터, 신호가 마찬가지로 가중된 시냅스에 의해 출력층의 신경으로 전송되는데, 출력층은 신경망의 출력 신호를 생

성한다. 포워드 지향된, 완전히 접속된 MLP에 있어서, 소정의 층의 각 신경은 다음 층의 모든 신경에 접속된다. 특정 층에

서의 신경(네트워크 노드) 및 층 수의 선택은 일반적으로 개별 문제점, 여기서는 예를 들어 그 중에서도 특히 동작 모드 및/

또는 환경 파라미터 및/또는 신체-관련 파라미터의 수에 적응된다. 가장 단순한 가능성은 실험적으로 이상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선택된 신경의 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네트워크는 학습 대신에 완전히 이미

지-형성을 실행해야 하는 한편, 신경의 수가 너무 적은 경우에는, 매핑된 파라미터와 상관된다. 다시 말하면, 선택된 신경

의 수가 너무 적은 경우에는, 사실상 기능이 표현될 수 없다. 그러나, 숨은 신경의 수가 증가하면, 에러 기능에서 독립 변수

의 수가 또한 증가한다. 이는 더욱 로컬 최저한도(local minimum)를 야기하고, 정확하게 이들 최저한도 중 하나에서 양륙

(landing)의 보다 큰 확률을 야기한다. 특수한 역전파(back propagation)의 경우에 있어서, 이 문제점은 적어도 예를 들어

시뮬레이션된 어닐링에 의해 최소화될 수 있다. 시뮬레이션된 어닐링에 있어서, 확률은 네트워크의 상태 대해 정해진다.

결정체가 생성되는 액체 물질의 냉각과 유사하게, 높은 초기 온도 T가 선택된다. 이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낮아질수록

느려진다. 액체로부터의 결정체의 형성과 유사하게, 물질이 너무 빨리 냉각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분자는 격자 구조에

따라 배열되지 않는다. 결정체는 작용되는 위치에서 불순하고 비균일해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분자가 로컬 최저한도

외부로 점프할만한 충분한 에너지를 갖도록 물질이 천천히 냉각되는 것이 허용된다. 신경망의 경우에, 상이한 것은 수행되

지 않는다. 부가적으로, 크기 T가 약간 수정된 에러 기능에 도입된다. 이상적인 경우에, 이는 글로벌 최저한도(global

minimum)로 수렴한다. 사용자-제어 모바일 통신 장치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하여, MLP의 경우에, 적어도 3층 구조를 갖는

신경망이 유용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는, 네트워크가 적어도 하나의 입력층, 숨은 층 및 출력층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전문가 모듈의 신경망은 사용자(10)의 동작 모드 선택에 따라 연속적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훈련될 수 있다. 사용

자(10)의 가능한 수정에 의해, 그에 따라 동작 모드의 적응이 선택 모듈을 사용하여 신체-관련 파라미터 및/또는 환경 파

라미터에 기초하여 일정하게 시간에 따라 향상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예를 들어 센서가 사용자(10)의 수평 신체 위치를

가리키는 경우 항상 취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가 침실에서 누워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사용자는 휴식을 취하고 있

을 가능성이 크므로, 비록 사용자의 신체 위치가 수평일 수 있을지라도, 무소음 동작 모드로 적당하게 되는 한편, 사용자가

TV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또는 예를 들어 수영장에서 잔디밭에 있을 때 사용자는 정상 동작 모드보다는 소리가 큰 동작 모

드를 더 선호한다. 심지어 예를 들어 GPS 모듈의 데이터 및/또는 펄스 데이터, 신체 위치에 대한 센서의 데이터로부터의

이러한 복잡한 환경에 있어서도, 전문가 모듈은 여기서 적응 방식으로 수정 동작 모드를 선택하는 것을 학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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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상이한 동작 기능을 갖는 다수의 동작 모드를 포함하는 모바일 통신 장치 - 여기서, 상기 모바일 통신 장치는 사용자의 신

체-관련 파라미터 및/또는 상기 모바일 통신 장치의 환경 파라미터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 장치 및/또는 센서를 포함함 -

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의 신체-관련 파라미터 및/또는 상기 모바일 통신 장치의 환경 파라미터를 평가하기 위한 선택 모듈; 및

상기 신체-관련 파라미터 및/또는 환경 파라미터에 대한 평가 데이터에 따라 상기 모바일 통신 장치의 개별 동작 모드를

적응시키기 위한 동작 모드 모듈

을 포함하는 모바일 통신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모바일 통신 장치는, 상기 신체-관련 파라미터로서, 상기 사용자의 음성 피치(voice pitch) 및/또는 음성 액티비티

(vocal activity) 및/또는 이동 방향 및/또는 이동 유형 및/또는 두뇌 액티비티 및/또는 신체 위치 및/또는 혈당 함유량 및/

또는 혈액의 산소 함유량 및/또는 아드레날린 레벨 및/또는 심장 율동(cardiac rhythm)을 측정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센

서를 포함하는

모바일 통신 장치.

청구항 3.

제1항 내지 제2항 중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모바일 통신 장치는, 상기 환경 파라미터로서, 상기 통신 장치의 주위 영역의 광 수치(light value) 및/또는 기온 및/또

는 노이즈 레벨을 측정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센서를 포함하는

모바일 통신 장치.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모바일 통신 장치는 통신 네트워크에 접속가능한 모바일 무선 장치를 포함하는

모바일 통신 장치.

청구항 5.

제1항 내지 제3항 중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모바일 통신 장치는 통신 네트워크에 접속가능한 플레이스테이션(play station)을 포함하는

모바일 통신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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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5항 중 한 항에 있어서,

전문가 모듈(expert module)

을 더 포함하고,

상기 전문가 모듈에 의해, 상기 사용자의 신체-관련 파라미터 및/또는 상기 모바일 통신 장치의 환경 파라미터에 종속적인

패턴 인식에 기초하여 상기 사용자에 의한 상기 동작 모드의 선택이 훈련가능한(trainable)

모바일 통신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전문가 모듈은 패턴 인식을 위한 적어도 하나의 신경망(neural network)을 포함하는

모바일 통신 장치.

청구항 8.

제1항 내지 제7항 중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모듈은, 적어도 하나의 신체-관련 파라미터 및/또는 적어도 하나의 환경 파라미터에 대하여 상기 모바일 통신

장치에 의해 경보 기능을 트리거하기 위한 사전정의가능한 임계치를 포함하는

모바일 통신 장치.

청구항 9.

제1항 내지 제8항 중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모바일 통신 장치는 상기 사용자에 의해 구동될 수 있는 적어도 하나의 센서를 포함하는

모바일 통신 장치.

청구항 10.

모바일 통신 장치의 상이한 동작 모드를 제어하는 방법 - 여기서, 상이한 동작 기능은 상기 모바일 통신 장치의 개별 동작

모드를 통해 제어되고, 상기 사용자의 신체-관련 파라미터 및/또는 상기 모바일 통신 장치의 환경 파라미터는 상기 모바일

통신 장치의 센서에 의해 측정됨 - 에 있어서,

선택 모듈에 의해, 상기 측정된 사용자의 신체-관련 파라미터 및/또는 모바일 통신 장치의 환경 파라미터가 평가되는 단

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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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모듈에서, 상기 신체-관련 파라미터 및/또는 상기 환경 파라미터에 대한 평가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모바일 통신

장치의 개별 동작 모드를 적응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제어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모바일 통신 장치의 적어도 하나의 센서에 의해, 상기 신체-관련 파라미터로서, 상기 사용자의 음성 피치 및/또는 음

성 액티비티 및/또는 이동 방향 및/또는 이동 유형 및/또는 두뇌 액티비티 및/또는 신체 위치 및/또는 혈당 함유량 및/또는

혈액의 산소 함유량 및/또는 아드레날린 레벨 및/또는 혈압 및/또는 심장 율동(heart rhythm)이 측정되는

제어 방법.

청구항 12.

제10항 내지 제11항 중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모바일 통신 장치의 적어도 하나의 센서에 의해, 상기 환경 파라미터로서, 상기 통신 장치의 주위 영역의 광 수치 및/

또는 기온 및/또는 노이즈 레벨이 측정되는

제어 방법.

청구항 13.

제10항 내지 제12항 중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모바일 통신 장치로서, 통신 네트워크에 접속가능한 모바일 무선 장치가 사용되는

제어 방법.

청구항 14.

제10항 내지 제12항 중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모바일 통신 장치로서, 통신 네트워크에 접속가능한 플레이스테이션이 사용되는

제어 방법.

청구항 15.

제10항 내지 제14항 중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의 신체-관련 파라미터 및/또는 상기 모바일 통신 장치의 환경 파라미터에 종속적인 상기 사용자에 의한 상기

동작 모드의 선택에 기초한 패턴 인식에 의해 전문가 모듈이 훈련되고, 상기 전문가 모듈은 상기 동작 모드의 선택의 제어

를 위해 이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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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전문가 모듈은 적어도 하나의 신경망을 이용하여 상기 패턴 인식을 훈련하는

제어 방법.

청구항 17.

제10항 내지 제16항 중 한 항에 있어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신체-관련 파라미터 및/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환경 파라미터에 대해 적어도 하나의 임계치가 정

의되고, 그에 따라 상기 임계치에 도달하면, 상기 선택 모듈에 의해 경보 기능이 트리거되는

제어 방법.

청구항 18.

제10항 내지 제17항 중 한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센서가 상기 사용자에 의해 구동되는

제어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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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공개특허 10-2006-0052984

- 10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색인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색인어 2
명세서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3
청구의 범위 5
도면 9
 도면1 9
 도면2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