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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선호 시스템을 식별하는 방법(400) 및 멀티 모드 무선 통신 디바이스(700)가 개시된다. 멀티 모드 무선 통신 디바이스

(700)는, SID(System Identification), NID(Network Identification), SSID(Service Set Identification)와 같은 시스템

식별자 정보와, 상기 시스템 식별자 정보와 연관된 ERI(Enhanced Roaming Indicators)를 포함하는 PRL(Preferred

Roaming List)을 수신하고, 기능 확장 테이블 정보에 대한 요구를 송신하며(408), 기능 확장 테이블 정보를 수신하고

(410), 시스템 식별자 정보에 기초하여 현재 이용가능한 바란직한 시스템을 식별하고(414), 기능 확장 테이블 정보에 기초

하여 식별된 현재 이용가능한 선호 시스템을 나타내는 정보를 전달한다(416).

대표도

도 4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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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멀티 모드 무선 통신 디바이스(multi-mode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에서 선호 시스템을 식별하는 방법에 있어

서,

시스템 식별자 정보(system identifier information) 및 상기 시스템 식별자 정보와 연관된 ERI(Enhanced Roaming

Indicators)를 포함하는 PRL(Preferred Roaming List)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PRL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ERI와 연관된 기능 확장 테이블 정보(functionality extension table information)에 대한 요구를 송신하는 단계와,

상기 송신된 요구에 응답하여, 상기 기능 확장 테이블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기능 확장 테이블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시스템 식별자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현재 이용가능한 선호 시스템을 식별하는 단계와,

상기 기능 확장 테이블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식별된 현재 이용가능한 선호 시스템을 나타내는 정보를 전달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현재 이용가능한 선호 시스템의 사용자 선택을 나타내는 사용자 입력을 받는 단계와,

상기 사용자가 선택한 상기 현재 이용가능한 선호 시스템에 등록 요구를 송신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PRL 정보는 상기 시스템 식별자 정보와 연관된 선호 상태(preference status)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현재 이용가능한 선호 시스템을 식별하는 단계는,

현재 이용가능한 시스템을 검색하는 단계와,

상기 현재 이용가능한 시스템의 시스템 식별자를 얻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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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현재 이용가능한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PRL 정보 리스트 내의 상기 시스템 식별자 정보 내에서 발견되는 시스템 식별

자 - 상기 시스템 식별자는 가장 선호 상태를 가짐 - 를 갖는 시스템을 선택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현재 이용가능한 시스템에 등록 요구를 송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현재 이용가능한 선호 시스템을 식별하는 단계는,

상기 기능 확장 테이블 정보 및 상기 시스템 식별자 정보를 기능 확장 테이블에 맵핑하는 단계와,

현재 이용가능한 시스템을 검색하는 단계와,

상기 현재 이용가능한 시스템의 시스템 식별자를 얻는 단계와,

상기 현재 이용가능한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기능 확장 테이블 내에서 발견된 시스템 식별자 - 상기 시스템 식별자는 최상

위 선호 상태를 가짐 - 를 갖는 시스템을 선택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능 확장 테이블 정보는 상기 PRL 정보에 동기되는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요구에 응답하여 수신된 상기 기능 확장 테이블 정보 갖는, 이전에 저장된 기능 확장 테이블 정보를 갱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 식별자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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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 정보와,

AMPS(Advanced Mobile Phone System) 네트워크 정보와,

GSM(Global System for Mobile) 네트워크 정보와,

TDMA(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네트워크 정보와,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네트워크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0.

멀티 모드 무선 통신 디바이스에서 선호 시스템을 식별하는 방법에 있어서,

시스템 식별자 정보 및 상기 시스템 식별자 정보와 연관된 ERI, 상기 시스템 식별자 정보와 연관된 선호 상태를 포함하는

PRL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ERI와 연관된 기능 확장 테이블 정보를 요구하는 단계와,

상기 기능 확장 테이블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기능 확장 테이블 정보 및 상기 시스템 식별자 정보를 기능 확장 테이블에 맵핑하는 단계와,

상기 기능 확장 테이블에 기초하여, 현재 이용가능한 선호 시스템을 식별하는 단계와,

상기 기능 확장 테이블에 기초하여, 상기 식별된 현재 이용가능한 선호 시스템을 나타내는 정보를 전달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PRL 정보는 상기 시스템 식별자 정보와 연관된 선호 상태를 더 포함하고,

상기 현재 이용가능한 선호 시스템을 식별하는 단계는,

현재 이용가능한 시스템을 검색하는 단계와,

상기 현재 이용가능한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기능 확장 테이블 내에서 발견되는 시스템 식별자를 갖는 시스템 - 상기 시스

템은 최상위 선호 상태를 가짐 - 을 선택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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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요구에 응답하여 수신된 상기 기능 확장 테이블 정보를 갖는 상기 기능 확장 테이블을 갱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3.

선호 시스템을 식별하도록 구성된 멀티 모드 무선 통신 디바이스에 있어서,

시스템 식별자 정보 및 상기 시스템 식별자 정보와 연관된 ERI를 포함하는 PRL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ERI와 연관된 기능

확장 테이블 정보를 더 수신하도록 구성된 수신기와,

상기 수신기에 연결되고, 상기 PRL 리스트의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기능 확장 테이블 정보에 대한 요구를 송신하도록 구

성된 송신기와,

상기 수신기에 연결되고, 상기 시스템 식별자 정보에 기초하여 현재 이용가능한 선호 시스템을 식별하도록 구성된 시스템

식별자 모듈과,

상기 시스템 식별자 모듈에 연결되고, 상기 기능 확장 테이블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현재 이용가능한 선호 시스템을 나타

내는 정보를 전달하도록 구성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를 포함하는 멀티 모드 무선 통신 디바이스.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현재 이용가능한 선호 시스템의 사용자 선택을 나타내는 사용자 입력을 받도록 더 구성되

는 멀티 모드 무선 통신 디바이스.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기는 상기 사용자 선택된 현재 이용가능한 선호 시스템에 등록 요구를 송신하도록 더 구성되는 멀티 모드 무선

통신 디바이스.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기는 현재 이용가능한 시스템을 검색하도록 더 구성되고,

상기 시스템 식별자 모듈은,

상기 시스템 식별자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현재 이용가능한 시스템의 시스템 식별자를 얻으며, 상기 현재 이용가능한 시

스템의 시스템 식별자를 연관시키도록 더 구성되는 멀티 모드 무선 통신 디바이스.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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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기 및 상기 시스템 식별자 모듈에 연결되고, 상기 기능 확장 테이블 정보 및 연관된 시스템 식별자 정보를 기능

확장 테이블에 맵핑하는 기능 확장 테이블 생성기를 더 포함하고,

상기 수신기는 현재 이용가능한 시스템에 대해 검색하도록 더 구성되고,

상기 시스템 식별자 모듈은 상기 현재 이용가능한 시스템의 시스템 식별자를 얻으며 상기 현재 이용가능한 시스템의 상기

시스템 식별자를 상기 기능 확장 테이블 내에 맵핑된 시스템 식별자 정보와 연관시키도록 더 구성된 멀티 모드 무선 통신

디바이스.

청구항 18.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 식별자 정보는,

WLAN 정보와,

AMPS 네트워크 정보와,

GSM 네트워크 정보와,

TDMA 네트워크 정보와,

CDMA 네트워크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멀티 모드 무선 통신 디바이스.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전반적으로 이용가능한 시스템을 찾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무선 통신 디바이

스에 대해 현재 이용가능한 선호 시스템을 식별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PRL(Preferred Roaming List)로 지칭되는 테이블(table)을 갖는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를 이용하여,

셀룰러 전화기 또는 모바일 단말기를 제공하는 것이 공지되어 있다. 셀룰러 전화기는, SID(System IDentification) 및

NID(N IDentification)와 같이, PRL 내에 포함되는 정보에 기초하여, 자신을 등록하는데 가장 적절한 네트워크를 결정한

다. 셀룰러 전화기는, 셀룰러 전화기가 위치하고 있는 환경에서의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이용가능성에 따라, 전파를 통해

(over the air) 셀룰러 전화기의 현재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PRL을 수신하여 현재의 PRL을 대체할 수 있다. 현재, 셀룰러

전화기는 PRL과 관련되고, 사용자에게 현재 환경 내에서 셀룰러 전화기의 로밍 상태를 통지하는 것을 돕는 3가지 유형의

로밍 인디케이터(roaming indicators)를 포함한다. 로밍 상태는 현재 영역 내에서 통화를 하기 위해 부과되는 수수료나 다

른 요금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알린다. 예를 들어, 제1 유형의 인디케이터는, 로밍 인디케이터 라이트가 턴

오프(turn off)되도록 하여, 셀룰러 전화기가 가령, 로밍이 아닌 홈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 제2

유형의 인디케이터는, 로밍 인디케이터 라이트가 턴 온(turn on)되도록 하여, 셀룰러 전화기가 선호 로밍 네트워크

(preferred roaming network) 내에 있다는 것을 알 릴 수 있다. 제3 유형의 인디케이터는 로밍 인디케이터 라이트가 플래

싱(flashing)하도록 하여, 셀룰러 전화기가 비선호 로밍 네트워크 내에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 TIA/EIA TSB58b 섹션

8.1에 정의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로밍 상태와 같은 정보를 향상시키기 위해, 3가지 유형 이상의 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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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터들을 지원하는 ERI(Enhanced Roaming Indicators)가 셀룰러 전화기에 제공될 수 있다. 특히, ERI는, CDMA,

W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 AMPS(Advanced Mobile Phone System), GSM(Global System for Mobile)

및 TDMA(Time Division Multiple Access)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셀룰러 전화기 네트워크 유형에서 동작할 수 있는 멀

티 모드 셀룰러 전화기에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멀티 모드 셀룰러 전화기는, 먼저, 시스템 제공자 A에 의해 운영되는 홈

네트워크와 같은 제1 네트워크 내에서 CDMA와 같은 제1 모드로 동작할 수 있고, 차후에 시스템 제공자 B에 의해 운영되

는 TDMA와 같은 제2 모드로 동작하는 제2 네트워크로 로밍할 수 있다. 각 시스템 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영역 내의

WLAN 제공자와 같은 다른 시스템 제공자와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PRL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시스템 제공자 A

에 의해 멀티 모드 셀룰러 전화기에 제공되는 제1 PRL은, 시스템 제공자 B에 의해 제공되는 PRL과 상이할 수 있다. 멀티

모드 셀룰러 전화기가 로밍함에 따라, 그리고 멀티 모드 셀룰러 전화기의 PRL이 새로운 다른 PRL로 대체되는 경우, ERI와

연관된 정보는 새로운 PRL의 ERI와 정확하게 연관되지 않을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이용가능한 선호 시스템을 검색하고 식별하는 무선 통신 디바이스를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부 어

플리케이션에서, PRL(Preferred Roaming List)와 같은 제1 데이터 세트는 무선 통신 디바이스 내에 저장되고, 제1 데이

터 세트와 연관되거나 동기되는 제2 데이터 세트, 예를 들어, ERI(Enhanced Roaming Indicator) 테이블도 무선 통신 디

바이스에 저장된다. 그러나, 무선 통신 디바이스가 한 환경에서 다음 환경으로 로밍할 경우, 새로운 환경 내의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이용가능성에 따라, 무선 통신 디바이스는 디바이스 내에 이미 저장된 현재의 ERI 테이블에 동기되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PRL을 수신할 수도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부 양태가 실시될 수 있는 예시적 환경이다. 제1 네트워크(106)를 동작하는 제1 캐리어(캐리어 A)에

의해 지원되는, 제1 영역(104) 내에 최초 위치하는 멀티 모드 무선 통신 디바이스(102)가, 제1 영역(104)을 벗어나서 제2

네트워크(110)를 동작하는 제2 캐리어(캐리어 B)에 의해 지원되는 제2 영역(108)으로 진입할 때, 멀티 모드 무선 통신 디

바이스(102)는 제2 영역(108)에 등록하고 그 안에서 동작하는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일부 경우에 있어서,

제1 네트워크(106)가 멀티 모드가 멀티 모드 무선 통신 디바이스(102)와 효율적으로 통신하기에는 너무 멀고, 제2 네트워

크(110)가 멀티 모드 무선 통신 디바이스(102)에 적합하고 연속된 통신을 더욱 잘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예로서, 멀

티 모드 무선 통신 디바이스(102)는 다른 이용가능한 네트워크를 통해 소정의 네트워크 내에서 동작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멀티 모드 무선 통신 디바이스(102)는 제3 영역 내의 제2 네트워크(100)보다 양질의 신호를 멀티 모드

무선 통신 디바이스(102)에 제공하는 제3 네트워크(114) 내의 제3 캐리어(캐리어 C)가 존재하더라도, 제2 네트워크(110)

내에서 등록 및 동작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멀티 모드 통신 디바이스(102)의 홈 캐리어는, 캐리어 A, B 및 C 각각과 다른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는 각 네트워크들 내

에서 멀티 모드 무선 통신 디바이스(102)의 사용에 대해 부과되는 요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네트워크의 선택에 관한 선

호(preference)의 순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소정의 네트워크 내에서 동작하도록 하는 멀티 모드 무선 통신 디바이스

(102)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 제공된 네트워크 내에서 멀티 모드 무선 통신 디바이스(102)의 상태(status)를 판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 멀티 모드 무선 통신 디바이스(102)는 PRL, 바람직하게는 WLAN, AMPS, GSM, TDMA, 또는 CDMA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멀티 모드 PRL을 참조할 수 있고, 이용가능한 선호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를 사용자에 통지할 수

있다.

도 2는 PRL(200)에 포함되는 정보 중 일부에 대한 예시적 표현이다. PRL은 셀룰러 전화기 네트워크를 위한 SID(System

IDentification) 및 NID(Network IDentification), 그리고 WLAN 시스템을 위한 SSID(Service Set IDentification)와 같

은 시스템 식별자 정보(system identifier information)(202)를 포함한다. ERI(204)는 각각의 시스템 식별자 정보에 할당

된다. 도 1을 다시 참조하면,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가 가정된다. 제1 네트워크(106)는 1의 NID 및 2의

ERI를 가지고, 제2 네트워크(110)는 2의 NID 및 3의 ERI를 가지며, 제3 네트워크(114)는 3의 SSID 및 1의 ERI를 가지는

데, 여기서, 낮은 ERI가 더 선호되는 네트워크를 나타낸다. 본 예를 명료히 하기 위해, PRL의 일부가 아닐 수 있는 캐리어

식별자 컬럼(206)이 부가되었다. 3개의 모든 네트워크가 이용가능한 위치에 멀티 모드 무선 통신 디바이스(102)가 있었다

면, 제3 네트워크(114)는 이용가능한 네트워크들 중에서 가장 선호되는 상태에 대응하는 가장 낮은 로밍 인디케이터를 가

지기 때문에, 가장 선호되는 네트워크가 될 것이다. 또한, ERI는 도 3에 도시된 것과 같은 기능 확장 테이블(300) 내의 엔

트리에 포인터를 더 제공한다. 기능 확장 테이블(300) 내의 각 ERI(302)는 동작 엔트리(304)와 관련되는데, 이는 제공된

ERI에 대해 304에 따라 수행하도록 멀티 모드 통신 디바이스(102)에 지시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멀티 모드 무선 통신 디바이스(102)에서의 선호 시스템 식별 방법을 나타내는 예시적 플로우 차트

(400)이다. 프로세스는 블럭 402에서 개시된다. 블럭 404에서, 멀티 모드 무선 통신 디바이스(102)는 SID, NID 및 S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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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시스템 식별자 정보와 ERI를 포함하는 PRL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닌, 선호 로밍 리스트 정보를 수신

한다. 또한, ERI는 엔트리 또는 기능 확장 테이블 정보가 이용가능하다는 것을 멀티 모드 무선 통신 디바이스(102)에 통지

할 때에 효과적이다. 블럭 406에서, 수신된 PRL은 멀티 모드 무선 통신 디바이스(102)에 저장되며, 블럭 408에서, 멀티

모드 무선 통신 디바이스(102)는 ERI와 연관된 기능성 확장 테이블에 대한 엔트리를 포함하는 기능성 확장 테이블 정보에

대한 요구를 송신한다. 멀티 모드 무선 통신 디바이스(102)는, 블럭 410에서 송신된 요구에 응답하여 기능 확장 테이블 정

보를 수신하고, 블럭 412에서 수신된 기능 확장 테이블 정보를 저장한다. 블럭 414에서, 멀티 모드 무선 통신 디바이스

(102)는, PRL 내에 포함되는 SID, NID 및 SSID와 같은 시스템 식별자 정보에 기초하여, 현재 이용가능한 선호 시스템을

식별한다. 블럭 416에서, 멀티 모드 무선 통신 디바이스(102)는 기능 확장 테이블 정보에 기초하여 식별된 현재 이용가능

한 선호 시스템을 나타내는 정보를 전달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ERI는 기능 확장 테이블 내의 엔트리에 포인터를 제공한다. 멀티 모드 무선 통신 디바이스(102)는, 예를

들어, 식별된 현재 이용가능한 시스템의 SID를 사용하여, 식별된 현재 이용가능한 시스템과 연관된 기능 확장 테이블 참조

정보에 의해 참조되는 기능 확장 테이블 내의 엔트리에 따라, 실행된다. 정보의 전달은 텍스트 메세지를 표시하거나 특별

한 아이콘을 표시하거나, 인디케이터 라이트를 플래싱(flashing)시키거나, 또는 멀티 모드 무선 통신 디바이스(102)에 적

절한 소정의 다른 관련 방법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그런 다음, 블럭 418에서 프로세스가 종료된다.

멀티 모드 무선 통신 디바이스(102)는 PRL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PRL은 멀티 모드 무선 통신 디

바이스(102)가 제조되는 공장에서, 멀티 모드 무선 통신 디바이스(102)가 판매되는 소매 가게에서, 또는 멀티 모드 무선

통신 디바이스(102)가 동작하는 동안, OTA(Over-The-Air) 프로그래밍에 의해 멀티 모드 무선 통신 디바이스(102) 내에

로딩될 수 있다.

최초 PRL 및 기능 확장 테이블 정보가 수신 및 저장된 후에 새로운 PRL이 수신되는 경우, 멀티 모드 무선 통신 디바이스

(102)는 기능 확장 테이블 정보가 새로운 선호 로밍 리스트 정보와 여전히 동기되고 있는지를 판정한다. 만약 기능 확장 테

이블 정보가 더 이상 동기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멀티 모드 무선 통신 디바이스(102)는 기능 확장 테이블 정보를 갱신할 수

있다.

도 5는 현재 이용가능한 선호 시스템을 식별하는 도 4의 블럭 414를 더 설명하는 제1 예시적 플로우 차트이다. 블럭 502

에서, 멀티 모드 무선 통신 디바이스(102)는 현재 이용가능한 시스템을 스캔(scan)하고, 블럭 504에서 현재 이용가능한

시스템의 시스템 식별자를 얻는다. 블럭 506에서, 멀티 모드 무선 통신 디바이스(102)는, 현재 이용가능한 시스템으로부

터, 시스템 식별자가 PRL 정보의 시스템 식별자 정보 내에서 발견되는 가장 선호되는 상태를 갖는 시스템을 선택한다. 가

장 선호되는 시스템이 식별되고 나면, 멀티 모드 무선 통신 디바이스(102)의 사용자는 멀티 모드 무선 통신 디바이스(102)

를 등록하기 위해 가장 선호되는 시스템을 선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멀티 모드 무선 통신 디바이스

(102)는 가장 선호되는 시스템에 대한 등록 요구를 자동으로 송신할 수 있다.

도 6은 현재 이용가능한 선호 시스템을 식별하는 도 4의 블럭 414를 더 설명하는 제2 예시적 플로우 차트이다. 블럭 602

에서, 멀티 모드 무선 통신 디바이스(102)는 기능 확장 테이블 정보 및 시스템 식별자 정보를 기능 확장 테이블에 맵핑하

여, 한 테이블 내에 이미 개별적으로 저장된 정보의 두 세트를 결합한다. 블럭 604에서, 멀티 모드 무선 통신 디바이스

(102)는 현재 이용가능한 시스템을 스캔하고, 블럭 606에서, 현재 이용가능한 시스템의 시스템 식별자를 얻는다. 블럭

608에서, 현재 이용가능한 시스템으로부터, 멀티 모드 무선 통신 디바이스(102)는 시스템 식별자가 기능 확장 테이블 내

의 시스템 식별자 정보 내에서 발견되는 가장 선호되는 상태를 갖는 시스템을 선택한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멀티 모드 무선 통신 디바이스(700)의 예시적 블럭 다이아그램이다. 멀티 모드 무선 통신 디바이스

(700)는 선호 시스템을 식별하도록 구성되며, 셀룰러 폰 네트워크를 위한 NID 및 WLAN을 위한 SSID를 포함하는 시스템

식별자를 포함하는 PRL과 같은 선호 로밍 리스트 정보를 수신하도록 구성된 수신기(702)를 포함한다. ERI는 각 시스템 식

별자 정보에 할당된다. 시스템 식별자 정보와 연관된 ERI는 기능 확장 테이블 내의 엔트리에 포인터를 제공하며, 멀티 모

드 무선 통신 디바이스(700)에 엔트리가, 또는 기능 확장 테이블 정보가 이용가능하다는 것을 통지한다.

송신기(704)는 수신기(702)에 연결되고, 선호 로밍 리스트 정보의 수신에 대응하여 기능 확장 테이블 정보에 대한 요구를

수신하도록 구성된다. 수신기(702)는 송신된 요구에 응답하여 기능 확장 테이블 정보를 수신하도록 더 구성된다. 또한, 시

스템 식별자 모듈(706)은 수신기(702)에 연결되고, PRL 내에서 발견되는 SID, NID 및 SSID와 같은 시스템 식별자 정보에

기초하여 현재 이용가능한 선호 시스템을 식별하도록 구성된다. 출력 사용자 인터페이스(708)는 시스템 식별자 모듈(706)

에 연결되고, 기능 확장 테이블 정보에 기초하여 현재 이용가능한 선호 시스템을 나타내는 정보를 전달하도록 구성된다.

출력 사용자 인터페이스(708)는 디스플레이, 라이트, 음향 생성기, 또는 현재 이용가능한 선호 시스템을 나타내는 관련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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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소정의 디바이스일 수 있다. 현재 이용가능한 시스템을 판정하기 위해, 수신기(702)는 현재 이용가

능한 시스템을 검색하도록 더 구성되며, 시스템 식별자 모듈(706)은 현재 이용가능한 시스템의 시스템 식별자를 얻도록

하고, 현재 이용가능한 시스템의 시스템 식별자를 시스템 식별자 정보와 연관시키도록 더 구성된다.

기능 확장 테이블 생성기(710)는 수신기(702) 및 시스템 식별자 모듈(706)에 연결되고, PRL 내에 포함되는 요구 전송 및

시스템 식별자 정보에 응답하여 수신된 기능 확장 테이블 정보를 기능 확장 테이블에 맵핑하도록 구성된다. 수신된 기능

확장 테이블 정보 및 시스템 식별자 정보를 기능 확장 테이블에 맵핑함으로써, 멀티 모드 무선 통신 디바이스(700)는, PRL

을 먼저 참조하지 않아도 기능 확장 테이블 정보에 따라,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멀티 모드 무선 통신 디바이스(700)는, 수신기(702) 및 송신기(704)에 연결된 안테나(712)와, 수신기(702), 송신기(704),

시스템 식별자 모듈(706), 출력 상요자 인터페이스(708) 및 기능 확장 테이블 생성기(710)에 연결되어, 연결된 블럭들에

지시하여 관련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하는 프로세서(714)와, 상기 프로세서(714)에 연결되어 전력을 필요로 하는 블럭들에

전원을 공급하도록 구성된 전원(716)과, 프로세서(714)에 연결되어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도록 구성된 키패드 및 마이크

와 같은 입력 사용자 인터페이스(718)와 같은, 통상적으로 무선 통신 디바이스와 연관된 기능 블럭들을 포함한다. 입력 사

용자 인터페이스(718)는, 등록 요구가 송신되는, 현재 이용가능한 선호 시스템의 사용자 선택을 나타내는 사용자 입력을

수신하도록 더 구성된다. 대안적으로, 송신기(704)는 식별된 현재 이용가능한 선호 시스템에 등록 요구를 자동으로 송신

하도록 더 구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기술 및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첨부된 클레

임에 의해 정의되는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수많은 변형, 변화, 다양성, 대체 및 등가물이 당업자에게 가

능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는 예시적 환경이다.

도 2는 선호 로밍 리스트 냉에 포함되는 정보의 일부의 예시적 표현이다.

도 3은 기능 확장 테이블 내에 포함되는 정보의 일부의 예시적 표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선호 시스템을 식별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예시적 플로우 차트이다.

도 5는 현재 이용가능한 선호 시스템을 식별하는 도 3의 단계를 더 설명하는 제1 예시적 플로우 차트이다.

도 6은 현재 이용가능한 선호 시스템을 식별하는 도 3의 단계를 더 설명하는 제2 예시적 플로우 차트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멀티 모드 무선 통신 디바이스의 예시적 블럭 다이아그램이다.

도면

공개특허 10-2006-0120199

- 9 -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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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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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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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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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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