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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원격통신 시스템에서 연결 세팅들을 선택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본 방법에 따르면, 히스토리 데이터가 보유되

며, 상기 히스토리 데이터에는 적어도 하나의 네트워크 어드레스가 정의되며, 또한 상기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연결을 설정

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하나의 연결 세팅이 정의된다. 원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로의 연결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응

답하여, 히스토리 데이터가 검사되고, 사용될 연결 세팅들의 선택이 히스토리 데이터에 의해 구성된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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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연결 세팅들을 선택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원격통신 시스템

에서 연결 세팅들을 선택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PLMN(Public Land Mobile Networks)에 의해 제공되는 데이터 서비스들 외에도, 제한된 커버리지 영역(coverage area)

내에서 광대역 무선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 기술들이 이동 사용자들을 위해 개발

되었다. 그러한 기술들의 예시들은 IEEE 802.11 기반의 WLAN 네트워크들이다.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들은 사무실들,

또는 공항들과 같은 핫 스팟들(hot spots)에서 데이터 전송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무선 로컬 영역 네

트워크들은 예를 들면, 인터넷에 대한 액세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외부 네트워크들로 빈번하게 연결된다. 일반적으로 무

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들에 의해 제공되는 데이터 전송율은 PLMN 네트워크들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전송율보다 상당히

높다. 따라서, 로컬 영역 네트워크가 사용될 수 있는 장소들에서는,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를 통해 원하는 네트워크 어드

레스들로 연결을 설정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나,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들로의 연결 설정 및 및 그들을 통한 다른 네트

워크들로의 연결 설정 그리고 한 네트워크로부터 다른 네트워크로의 전달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잘 작동되는 로밍

기능이 제공되는 PLMN 네트워크들 외에서는 사용자에게 더욱 어렵다.

특허 출원 공개 WO 01/63843은 특히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로 연결을 설정하기 위한 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네트워크

들로 연결되기 위해 필요한 세팅들 및 다른 네트워크들 자원들은 무선 단말기에 있는 정보 세트들(information sets)에 저

장된다. 바람직하게는, 정보 세트들은 각 네트워크에 대해 별개로 정의되며, 그들은 프로파일들로 지칭될 수 있다. 정보 세

트들에 저장될 수 있는 것은 네트워크 이름, 채널 세팅, 작동 모드 세팅 및 데이터 보안 세팅들 외에도 다른 세팅들, 특히

TCP/IP 프로토콜의 사용과 관련된 세팅들과 같은 WLAN 특유 데이터이다. 사용될 액세스 포인트가 선택되면, 네트워크

이름에 포함된 정보 세트에서 기술된 세팅들에 따라 액세스 포인트에 대해 연결이 설정된다. 이러한 해결책은 네트워크로

연결을 설정할 때 세팅들이 어떻게 변경되어야 하는지 및 어떠한 세팅들이 필요한지를 사용자들이 알 필요가 없다는 장점

을 제공하며, 대신 다른 네트워크들로 연결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전에 저장된 세팅들이 사용될 수 있다.

사용자가 새로운 장소로 이동할 때, 그/그녀의 단말기에는 다수의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들이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

면, WLAN 단말기는, 네트워크 이름들을 스캐닝한 것에 기초하여, 이용 가능한 WLAN 액세스 포인트들에 대한 목록을 셋

업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들은 다른 네트워크들로 연결되지 않거나, 또는 원하는 네트워크 어드

레스로의 연결은 예를 들면, 미싱 로밍 약정(missing roaming agreements) 때문에 설정될 수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를 통해 원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연결이 설정될 수 없다. 네트워크 선택 알고리즘에 기초하여 사용

자 또는 단말기가 액세스 포인트를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액세스 포인트를 통하여 원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예를 들면

회사의 가상 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 VPN) 게이트웨이로 연결이 설정될 필요는 없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더욱 신뢰할만한 연결 설정을 획득하기 위하여 연결 설정들의 선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종속항들에서 개시된 것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방법, 무선 원격 통신시스템, 단말기 및 소프트웨어 생성

물을 가지고 얻어진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은 종속항들에 개시되어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히스토리 데이터가 보유되며, 상기 히스토리 데이터에는 적어도 하나의 네트워크 어드레스 및 적어도

하나의 연결 세팅들이 정의되며, 상기 연결 세팅들은 상기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연결을 설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상기

히스토리 데이터는 원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로의 연결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응답하여 검사된다. 사용될 연결 세

팅들의 선택은 상기 히스토리 데이터를 사용해서 구성된다. 본 발명에서 네트워크 어드레스와 관련된 히스토리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연결 세팅들에 의해 정의되는 어떠한 연결 세트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보유될 수 있다는 점이 지

켜진다. 연결 세팅들의 예시는 WLAN 액세스 포인트를 식별하는 식별자이다. 본 발명에 따르는 장치는 연결 세팅들이 선

택되는 중에 가능한 연결 세팅을 통해 원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연결이 설정되었는지를 주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

는 장점을 제공한다. 그러한 연결 세팅들이 바람직할 때, 그러한 연결 세팅들로부터 연결은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이전에

설정되었으며, 원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로의 연결 설정은 더욱 빈번하게 성공한다. 따라서, 성공적이지 못한 설정 동안에

발생하는 단점들은 피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히스토리 데이터의 연결 세팅들에는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연결을 설정하기 위해 사용된 적

어도 하나의 액세스 포인트가 정의된다. 다음에,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원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로의 연결을 구성할 필요

가 있다는 점에 응답하여 상기 히스토리 데이터가 검사되며, 상기 액세스 포인트는 히스토리 데이터를 사용해서 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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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포인트라는 용어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며, 물리적 액세스 장치 또는 논리적 액세스 포인트를 지칭할 수도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실시예는 어떠한 로밍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수행되

기 위해 설정된 연결의 연결 책임이 전달되어야 하는(핸드오버) 상황들에서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는 부정확한 액

세스 포인트들의 선택을 피하거나 적어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새로운 액세스 포인트로의 연결인 핸드오버는

보다 빠르게 수행될 수 있는데, 이것은 특히 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들과 같은 시간-임계(time-critical) 어플리케이션

들에 대해서 특히 중요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가능한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원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이전에 연결이 설정되었는지

에 대한 정보는 액세스 포인트 선택 알고리즘에서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실시예는 다른 속성들, 예컨대 신호 레벨

을 더 잘 고려하는 액세스 포인트가 선택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서는 그럼에

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이전에는 연결이 설정되지 않았었다.

본 발명에 따른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히스토리 데이터는 이용 가능한 연결 설정들을 통해 원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로 이전에 연결이 설정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한 검사는 연결 세팅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연

결 세팅들에 의해 이전에 적어도 한번 원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연결이 설정되었다. 이러한 실시예는 원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연결을 설정하기 위해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그러한 연결 세팅들의 사용을 완전히 피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에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일부 실시예들에 의해 본 발명이 더욱 상세하게 기술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무선 원격 통신시스템을 도시하고 있다.

도 2는 연결 세팅들을 선택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도 3은 히스토리 데이터를 보유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도 4는 액세스 포인트를 선택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실시예

본 발명의 실시예가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다음의 예시적 시스템에서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은 어

떠한 네트워크 자원의 하나 이상의 연결 세팅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PLMN 네트워크의 하나 이상의 연결 세팅

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 기술의 예시는 IEEE 802.11 표준들에서 정의된 WLAN

무선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본 발명은 예를 들면, 블루투스, HiperLAN(High Performance Radio Local

Area Network) 또는 BRAN(Broadband Radio Access Network) 장비에서, 다른 타입들의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 기

술들에도 또한 적용될 수 있다.

도 1은 적어도 하나의 단말기(TE),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네트워크들(NW1, NW2), GSM/GPRS 네트워크

(NW3),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NW4)를 포함하는 무선 원격 통신시스템을 도시하고 있다. 무선 로컬 영역 네

트워크를 포함하는 네트워크(NW1, NW2)는 기지국들로 동작하며 또한 기지국들로 지칭될 수 있는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

크 액세스 포인트들(AP) 및 인터넷과 같이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로부터 다른 네트워크들로 연결이 구성될 수 있는 전형

적으로 포털(PorTal,PT)로 지칭되는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포털 PT는 또한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의 액세스 제어기로

서 동작하며, 이러한 경우에 포털 PT는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의 기능들의 일부를 처리한다. 로컬 영역 네트워크에 있는

어떠한 단말기 장치라도 로컬 영역 네트워크 IP 라우터, 홈 네트워크 ADSL 장치, 또는 VPN 게이트웨이로서 동작하는 장

치와 같이, 다른 네트워크들에 대해서 포털(PT)로서 동작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

(NW4)는 네트워크(NW2)의 포털 PT를 통해 설정된 연결을 인터넷 및 예를 들면,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보유된 전자 메일

서버와 같은 서버(S)에 연결하기 위한 인터넷 액세스 포인트(ISP AP)를 포함하고 있다. 다른 네트워크들은 인터넷에 연결

된 WWW 서버 또는 회사의 메일 서버와 같은, 다른 서버스들(S)을 또한 포함할 수 있다. 네트워크들의 가장자리에 있는 액

세스 장치(PT, ISP AP, GPRS AP)는 전형적으로 정보 보안을 확실히 하기 위해 방화벽 기능을 포함한다. GSM/GPRS 네

트워크(NW3)는 GPRS 네트워크를 다른 네트워크들로 연결하는 GPRS 액세스 포인트 장치(GPRS AP)와 같은, GSM/

GPRS 명세들(specifications)에서 정의된 잘 알려진 네트워크 요소들을 포함한다.

공개특허 10-2006-0035641

- 3 -



단말기(TE)는 메모리,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들을 포함하는 중앙 처리 유닛을 포함하고 있다. 단말기

(TE)는 제거 가능 IC 카드 및/또는 메모리 카드 외에도 카드를 독출하는 수단과 같은 다른 메모리 수단을 또한 포함하고 있

다. 예를 들면, 연결 설정에서 필요한 연결 세팅들 및 세팅들을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는 내부 및/또는 외부 메모리

에 저장될 수 있다. 전형적으로, 몇 몇 연결 세팅들은 대안적인 프로파일들 또는 연결 세팅 집합들로서 저장되며, 이러한

경우에 연결을 설정할 때 연결 세팅들 중 하나가 선택되어야 한다. 중앙 처리 유닛에서 실행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들

은 진보적인 동작들을 수행하기 위한 단말기(TE)를 구성하는데 사용되며, 그의 몇몇 실시예들이 이하의 도 2, 도 3 및 도

4에서 기술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또한 WLAN 연결을 설정하는 단말기들 외에도 다른 단말기들

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한 단말기들은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함으로써, 다음에 기술된 방법 외에도 그의 다른 실시

예들을 수행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진보적인 특징들을 구현하기 위해 하드웨어 해결책들 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해

결책들의 조합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말기(TE)는 다기능 단말기일 수 있으며, 따라서 WLAN 기능 외에도 데이터

전송 속성들 예를 들면, GSM/GPRS 네트워크 또는 3GPP 시스템(제3 세대 파트너쉽 프로젝트) 네트워크와 통신하기 위한

트랜시버 및 실시예에 따라서는 이러한 종류의 네트워크에서 사용되기 위한 연결 세팅들을 선택하기 위한 수단을 또한 포

함하고 있다. 단말기(TE)는 예를 들면 무선 액세스를 제공하는 장치(예를 들면, WLAN 카드)에 연결된 랩톱 컴퓨터, PDA

장치, 또는 PDA 장치 및 이동 전화의 조합일 수 있다.

도 2는 연결 세팅들을 선택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에서, 히스토리 데이

터(201)가 보유되며, 히스토리 데이터(201)에는 네트워크 어드레스들이 정의되며, 이러한 어드레스들로 논리적 연결이 설

정된다. 각 네트워크 어드레스에는 적어도 하나의 연결 세팅이 제공되었으며, 이러한 연결 세팅은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연

결이 설정될 때 사용되었다. 히스토리 데이터를 보유하는 단계는 도 3에서 더욱 상세하게 기술된다. 네트워크 어드레스들

은 관계된 네트워크 자원의 어떠한 식별자라도 사용해서도 식별될 수 있다. 전형적으로는, 논리적 연결은 단말기(TE)로부

터 패킷-교환 IP-기반 네트워크로 설정되며, 이러한 경우에서 네트워크 어드레스들에 관한 데이터는 이로부터 IP 어드레

스가 정의될 수 있는 IP 어드레스들 또는 다른 식별자들을 나타낸다. 본 발명은 특히 TCP/IP 연결을 위해 사용되기에 적합

하다. 일 실시예에 따르면, 네트워크 어드레스들의 URL 식별자들은 히스토리 데이터에 정의된다. 네트워크 어드레스들의

URL 식별자들의 도메인 이름 또는 IPv6 모드에서 네트워크 어드레스들의 프리픽스들(prefixes)과 같이, 실제 네트워크

어드레스의 일부만을 저장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원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연결을 설정할 필요가 생기면(202, 203), 이용 가능한 연결 세팅들에 대한 데이터가 정의된

다(단계 204). 연결 세팅들에 관한 데이터는 IC 카드와 같은, 외부 메모리 수단으로부터 또는 단말기(TE)의 메모리로부터

외부 네트워크 요소로부터 획득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연결 세팅들로서 정의될 수 있는 것은 단말기(TE) 또는 외부 메모

리 수단에 포함된 모든 연결 세팅 집합들이거나, 또는 예를 들면 현재 사용된 네트워크들 및/또는 서비스들에 기초하여, 단

말기(TE)에서 드롭(drop)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연결 집합들은 또한 외부 네트워크 요소들로부터 수신된 데이터에 기초

하여 정의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될 액세스 포인트(AP)를 변경하기 위해, 이미 존재하는 연결로 유효한 연결 세팅들을

변경할(또는 적어도 더 나은 연결을 제공하는 연결 세팅들이 이용 가능한지를 정의할) 필요가 생길 때(204) 또는 새로운

연결을 위한 연결 세팅들을 선택할 필요가 생길 때(203), 프로세스는 단계 204로 진행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라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의 액세스 포인트들(AP)을 선택하기 위해 상기 방법이 적용될 때, 단말기(TE)

는 액세스 포인트들(AP)로부터 식별자들을 수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식별자들은 액세스 포인트(AP) 또는 액세스 포인트

(AP)가 속한 네트워크를 식별한다. 무선 측정(radio measurements)에 기초하여, 현재의 서빙 액세스 포인트(AP)에 의해

제공된 연결 품질이 적어도 하나의 소정의 핸드오버 평가기준에 기초하여 너무 약하다고 관찰될 때, 프로세스는 전형적으

로 단계 202로 진행한다. 이번에는,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네트워크 어드레스로의 연결 설정에 관한 입력이 사용자로부터

수신될 때,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단계 203으로 진행한다. WLAN 액세스 포인트들(AP)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이용 가능한 네트워크들로부터 스캐닝을 수행함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액세스 포인트들(AP)을 스캐닝하는 것은 IEEE

802.11 표준에서 정의된 기본적인 기능과 같은 것으로, 이러한 표준에서 TE는 조사 요청들(probe requests)을 하나씩 전

송하고, 조사 응답들을 검색함으로써, 무선 채널들을 하나씩 검사한다. TE는 로컬 액세스 포인트들(AP)로 조사 요청 메시

지들을 전송하고, 조사 응답 메시지들(Probe response messages)을 기다린다. 일반적으로, 조사 응답 메시지는 각 액세

스 포인트가 속한 네트워크 이름을 포함한다.

단계 205에서는, 이용 가능한 연결 세팅들 중 하나를 사용해서 기존 연결 또는 설정될 연결의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연결이

이전에 설정되었는지 여부가 히스토리 데이터로부터 검사된다. 상기 검사(205)는 히스토리 데이터에 있는 항목들을 검색

함으로써, 일 실시예에 따라 수행될 수 있으며, 상기 히스토리 데이터에는 원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가 제공되어 있다. 응

답으로서, 검색은 항목들을 나타내는데, 상기 항목들은 단계 204에서 획득된 식별자들과 비유되는, WLAN 네트워크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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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같은, 한 세트의 연결 세팅 집합들 또는 연결 세팅 집합을 식별하는 식별자들을 포함한다. 그러한 검사에 기초하여 남

는 것은 이용 가능한 액세스 포인트들에 관한 히스토리 데이터에 있는 항목들이다. 연결 세팅들 및 네트워크 어드레스들에

관련된 히스토리 데이터를 검색 및 저장하기 위한 다수의 다른 방법들이 존재한다.

단계 206에서, 기존 연결의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연결이 설정되었는지 또는 제안된 연결 세팅들을 사용해서 연결이 설정

되어야 하는지를 고려하여, 사용될 연결 세팅들이 선택된다. 일 실시예에 따르면, 본 방법은 액세스 포인트를 선택할 때 적

용되며, 이러한 경우에 상기 히스토리 데이터는 액세스 포인트 변경 알고리즘(핸드오버) 또는 새로운 연결을 설정할 때 액

세스 포인트 선택 알고리즘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르면, 그러한 연결 세팅들의 선택, 즉 이러한 연결 세팅에 의해 이전에 원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로의 연결

이 설정되지 않았던 연결 세팅들의 선택이 방지된다.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원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로의 연결이 이전에

설정되었던 그러한 연결 세팅들이 이용 가능하지 않다면, 원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로의 연결이 이전에는 설정되지 않았

던 그러한 연결 세팅들이 선택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은 예를 들면, 히스토리 데이터가 원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에 대한

어떠한 항목들(entries)을 도시하지 않거나, 단말기에서 수행되는 이용 가능한 네트워크 자원들의 검색에 기초하여 (예컨

대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에 있는 액세스 포인트들 AP의 스캐닝) 네트워크 어드레스와 관련된 연결 세팅들이 이용 가능

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이 후에, 선택된 연결 세팅들을 사용해서, 단계 207에서 연결이 설정된다.

일 실시예에 따르면, 연결 세팅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단계 205 이후에는 히스토리 데이터를 사용해서 사용자에게는 이용

가능한 연결 세팅들에 대한 데이터가 제공된다. 히스토리 데이터는 현재의 적어도 하나의 연결 세팅을 통해 원하는 네트워

크 어드레스로 연결을 설정하려는 시도가 적어도 있었는지 사용자에게 도시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도시된 연결 세

팅들에 기초하여 사용될 연결 세팅들을 선택할 수 있다(단계 206). 또한 단말기에 포함된 연결 세팅 선택 알고리즘에 의해

선택된 연결 세팅들의 사용을 승인하도록 사용자에게 요청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원하는 네트워

크 어드레스로 이전에 연결이 설정되었던 이용 가능한 연결 세팅들만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들은 예

를 들면, 도 2, 3 및 4에서 기술된 실시예들에서 어떠한 연결 세팅들을 적용하는 실시예들에 적용될 수 있다. 연결 세팅들

이 선택되는 시점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것이 장점이며, 사용자가 연결 세팅들을 선택할 때 또는 제안

된 연결 세팅들이 승인될 때 히스토리 데이터가 사용될 수 있다.

도 3은 일 실시예에 따라 히스토리 데이터를 보유하는 단계를 기술하고 있다. 특정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연결을 설정할 필

요가 있을 때, 사용될 연결 세팅들이 예를 들면, 위에서 기술된 것과 같이 단말기(TE)에서 선택되고, 연결 설정 요청이 연

결 세팅들에 따라서 전송된다(단계 301). 단계 302에서, 단말기(TE)는 원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로의 연결 설정이 성공적

인지 검출한다.

일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방법은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에서 적용되며, 이에 의해 단말기(TE) 및 액세스 포인트(AP)간

에 논리적 연결을 설정할 때,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의 잘 알려진 연결 설정 기능들이 사용될 수 있다. 단계 301에서는

연결 세팅들에서 정의된 네트워크 이름에 따른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의 액세스 포인트(AP)로 연결 설정 요청이 전송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액세스 포인트(AP)로 설정될 연결의 실패 또는 원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설정될 연결의 실패를 결

정하는 메시지에 응답하거나, 또는 메시지에 대해(단계 301) 아무런 응답 메시지가 수신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응답하여,

연결 실패가 검출될 수 있다(단계 302). 만약 연결 설정이 실패한다면, 단계 303에서 원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가 히스토

리 데이터에 이미 정의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만약 네트워크 어드레스가 히스토리 데이터에 정의되어 있다면, 그와 관련

된 항목은 삭제될 수 있다(단계 304). 만약 네트워크 어드레스가 히스토리 데이터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 히스토리 데이

터에는 아무런 변경도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단계 308). 일 실시예에 따르면, 히스토리 데이터가 (단계 301에서 사용된)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연결 세팅과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관련시키는 항목을 포함하는지, 즉 연결 세팅에 의해 원하는 네트

워크 어드레스로 연결이 이전에 성공적으로 설정되었는지 검사된다. 그러한 경우라면, 단계 304에서 그러한 항목은 제거

되며, 반면에 다른 연결 세팅들과 관련된 항목들은 히스토리 데이터에 잔존한다. 연결 설정이 실패하였을 때는 하나 이상

의 대안적인 연결 세팅들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연결을 설정하려고 시도가 가능하며, 이것은 도 2의 단계 202로 프로세스

가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히스토리 데이터는 예를 들면, 검색 테이블로 저장될 수 있으며, 연결 세팅들을 선택

하고자 하는 경우에 연결 설정 이후의 연결 세팅들을 변경할 때 이러한 검색 테이블로부터 검색될 네트워크 어드레스에 포

함된 항목들이 쉽게 검색될 수 있다.

원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로부터 수신된 확인 메시지 또는 응답으로부터 성공적인 연결 여부가 검출될 수 있다. 단계 305

에서는, 원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가 히스토리 데이터에 정의되어 있는지 검사된다. 이러한 검사는 단계 303에서 같은 방

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 만약 히스토리 데이터가 적어도 하나의 선택된 연결 세팅과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관련시키는 항목

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항목이 히스토리 데이터에 부가된다(단계 306). 만약 히스토리 데이터에서 이전의 항목이

검색되었다면, 히스토리 데이터는 새로운 연결과 함께 갱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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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실시예에 따르면, 히스토리 데이터에는 성공적인 연결 설정들에 관한 카운트(count)가 보유되며, 상기 카운트는 단계

307에서 증가된다.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히스토리 데이터에는 성공적인 연결 설정들에 대한 시간 정보(time

information)가 보유되며, 이러한 경우에 새로운 연결 설정에 관해 타임 스탬프가 히스토리 데이터에 부가되거나, 또는 새

로운 연결의 타임 스탬프를 사용해서 이전의 타임 스탬프가 대체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히스토리 데이터는

버퍼 메모리에 저장되며, 이에 의해 가장 오래된 항목(바람직하게는 액세스 포인트와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관련시키는 항

목)은 새로운 항목과 함께 제거될 수 있다. 따라서, 히스토리 데이터가 필요로 하는 메모리 양이 제한될 수 있다. 히스토리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버퍼 메모리 기술들은 정보 기술 분야에서는 잘 알려져 있다. 실제로는 단

말기(TE)로부터 상당히 제한된 수의 네트워크 어드레스들로 연결들이 설정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잘 기능하는 연결 세팅

들의 선택을 구성하기 위해 단말기(TE)가 많은 양의 히스토리 데이터를 보유할 필요는 없다.

연결 세팅들을 네트워크 어드레스들과 관련시키는 히스토리 데이터의 사용이 위에서 일반적으로 기술되었다. 또한 실시예

가 이전에 참조되었으며, 이러한 실시예에서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연결을 설정할 때 사용되었던 히스토리 데이터의 연결

세팅들에는 적어도 하나의 액세스 포인트가 정의되어 있다. 히스토리 데이터에서, 네트워크 어드레스는 하나 이상의 연결

세팅들의 집합 중 어느 하나와도 관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세팅들에 의해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연결이 설정된다. 연결 세

팅들은 물리적 계층, 전송 연결 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의 파라미터들 및/또는 더 높은 계층의 파라미터들과 같은,

어떠한 프로토콜 계층 파라미터들을 나타낼 수 있다. 연결 세팅들은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예컨대, WLAN 또는 블루투

스) GPRS 데이터, GSM 데이터와 같이, 사용될 네트워크 기술을 정의할 수 있다. 연결 세팅들은 다른 기술-특유의 파라미

터들로, 액세스 포인트 및/또는 네트워크를 식별하는 기술-특유의 식별자들과 같은 다른 기술-특유의 파라미터들, 사용자

식별자, 사용중인 식별 방법에 대한 정보와 같이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파라미터들(예를 들면, 패스워드 ID,

SIM(Subscriber Identity Module) ID, 또는 인증 ID) 외에도 식별 방법에 의해 요구되는 파라미터들을 정의할 수 있다. 예

를 들면, 어떠한 게이트웨이로 연결이 설정되었을 때(상기 게이트웨이의 어드레스가 원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일 수 있다)

, 히스토리 데이터에는 SIM ID와 같은 식별 방법이 제공될 수 있다. 이후에, 동일한 게이트웨이로 연결이 설정될 때, 식별

방법으로 사용되기 위해, SIM ID가 자동으로 선택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연결을 설정할 때 사용자의 올바른 식별 세팅

들 및 가능하게는 사용자 ID들이 쉽게 선택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제공한다. 다음에, 다른 실시예들이 더욱 상세하게 기

술되며, 이러한 실시예들에서 액세스 포인트 세팅들 및/또는 액세스 포인트의 선택을 위해 히스토리 데이터가 사용된다.

도 4는 일 실시예를 기술하고 있으며, 여기서 능동 접속(active connection)의 액세스 포인트를 변경하는 단계가 히스토리

데이터에 기초하여 정의된다.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단말기(TE)로부터 네트워크 어드레스로의 연결이 설정되는데(단계

401), 이것은 예를 들면, 위에서 기술된 히스토리 데이터를 적용한 방법을 사용해서 선택된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히스토

리 데이터는 액세스 포인트 식별자들과 네트워크 어드레스들을 묶으며, 식별자들에 의해 정의되는 액세스 포인트들을 통

해 네트워크 어드레스들로 연결이 설정된다. 이용 가능한 액세스 포인트를 변경하고자 하는 요구가 검출되면(단계 402),

단말기(TE)에 대해 이용 가능한 액세스 포인트들에 관한 데이터가 검사된다(단계 403). 현재 지원하는 액세스 포인트

(currently serving access point)보다 더 나은 액세스 포인트가 이용 가능한지 유의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액세스 포인

트들이 비교되고 검사된다(단계 404). 다음에, 이용 가능한 액세스 포인트들의 속성들이 현재 지원하는 액세스 포인트의

속성들과 비교된다. 만약 액세스 포인트의 속성들이 하나 이상의 소정의 액세스 포인트들의 변경 기준에 따라 현재 지원하

는 액세스 포인트의 속성들보다 더 나으면, 더 나은 액세스 포인트가 이용 가능하다.

일 실시예에 따르면,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의 액세스 포인트(AP)를 변경할 때, 수신된 액세스 포인트 리포트들 및 다른

액세스 포인트들(AP)로부터 수신된 신호들의 단말기(TE)에서 측정된 신호 레벨들에 기초하여 액세스 포인트들(AP)이 비

교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액세스 포인트들(AP)이 비교될 때에는, 적어도 신호 레벨이 고려된다. 액세스 포인트들(AP)을

비교할 때에는, 액세스 포인트의 부하, 지원되는 데이터 전송율들 및 보안 정보와 같은 액세스 포인트 리포트들에 대한 정

보가 또한 고려될 수 있다.

만약 적어도 하나의 더 나은 액세스 포인트가 단말기에 대해 이용 가능하다면, 능동 접속(active connection)의 네트워크

어드레스로의 연결이 이전에 그곳을 통해 (적어도 한번) 설정되었는지가 히스토리 데이터에 기초하여 검사된다(단계 405)

. 설정되었다면, 액세스 포인트가 변경된다(단계 406). 따라서, 단말기에 대하여, 선택된 새로운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네

트워크 어드레스로 연결이 설정되며, 원래의 액세스 포인트를 통한 연결은 해제된다. 단말기(TE)에 저장된 네트워크 및/

또는 단말기(TE)에 특유한 데이터를 세팅하는 단계를 사용해서 선택된 액세스 포인트로의 연결 설정이 구성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르면, 예컨대 특허 공개 WO 01/63843에서 제시된 정보 세트들을 사용함으로써,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의

액세스 포인트(AP)로 연결이 설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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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기초하여(단계 405), 만약 제안된 최상의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연결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액세스 포인트는 상기 방법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데(단계 407), 이것은 현재 지원하는 액세스 포인트에서 연결이 유지됨

을 의미한다. 만약 검사(404)에 기초하여 다수의 액세스 포인트들이 이용 가능하다면, 프로세스는 단계 405로부터 다시

단계 407 대신에 단계 405로 진행함으로써, 다음번 최상의 액세스 포인트의 히스토리 데이터를 검사한다.

위에서 기술된 실시예에 의하여, 만약 전달될 연결의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연결을 설정하기 위해 제안된 액세스 포인트가

이전에 성공적으로 이용되지 않았다면, 액세스 포인트들의 변경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발명은 또한 도 4에서 기술된 예시 외에도 단말기(TE)로부터 설정된 몇몇 연결 연결들을 하나의 액세스 포인트(몇몇 액

세스 포인트들)로부터 다른 액세스 포인트로 변경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다. 다른 네트워크 기술들의 액세스 포인트들을

선택할 때, 예를 들면 3GPP 네트워크로부터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 또는 그 역으로 전달할지를 결정할 때, 본 발명이 또

한 적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단말기에서 히스토리 데이터는 다른 연결 및/또는 네트워크 타입들에 대해 보

유될 수 있으며, 다른 기술들을 지원하는 액세스 포인트들도 또한 히스토리 데이터에 기초하여 비교될 수 있다. 따라서, 네

트워크 및/또는 연결 타입의 선택은 히스토리 데이터에 기초하여 정의될 수 있다.

도 4를 벗어나는 일 실시예에 따르면, 액세스 포인트와 히스토리 데이터에서 정의된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결합시키는 연

결 설정 데이터는 능동 접속의 액세스 포인트를 변경시킬 때 또는 새로운 연결을 위한 액세스 포인트를 선택할 때, 액세스

포인트의 선택 알고리즘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그러면, 원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이전에 연결이 설정되었던 액세스 포

인트들이 바람직할 수 있다. 다시, 만약 액세스 포인트를 통한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이전에는 연결이 설정되지 않았던(소

정의 조건들에 따른) 명백히 나은 속성들이 액세스 포인트에 제공된다면, 액세스 포인트는 그러한 알고리즘에 의해 선택될

수 있다.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의 액세스 포인트를 선택하는 방법이 특허 출원 공개 WO 01/63842에서 제시되어 있다. 상기 방

법의 교지(teaching)에 따르면, 제1 단계에서 단말기(TE)는 제1 액세스 포인트를 선택하며, 상기 제1 액세스 포인트에는

현재의 지원 액세스 포인트와 같은 네트워크 이름을 가진 이용 가능한 액세스 포인트들 가운에 최상의 연결 속성들

(connection attributes)이 제공된다. 제1 단계에서, TE는 또한 제2 액세스 포인트를 선택하는데, 상기 제2 액세스 포인트

에는 현재의 지원 액세스 포인트와는 다른 네트워크 이름을 가지는 이용 가능한 액세스 포인트들 가운에 최상의 연결 속성

들이 제공된다. 이후에, 제2 단계에서, 제1 액세스 포인트 및 제2 액세스 포인트의 연결 속성들이 비교된다. 비교될 연결

속성들간의 차이점들이 소정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상기 연결은 제2 액세스 포인트로 변경된다. 결과적으로, 같은

네트워크 이름이 제공된 액세스 포인트들에서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연결을 유지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네트워크

세팅들의 변경을 피하게 한다. 이러한 단계에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제1 단계 및/또는 제2 단계에서) 액세스

포인트들을 비교할 때, 신호 레벨과 같은 다른 기준 외에도 연결 기준으로 또한 사용되는 것은 액세스 포인트를 통한 현재

의 연결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연결이 성공적으로 설정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기준은 액세스 포인트들을 비교하기

이전에, 선-소거 기준(pre-elimination creterion)으로서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

액세스 포인트는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에 있는 액세스 포인트 대신에 예를 들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액세스 서버

(Internet Service Provider Access server, ISP AP), 회로-교환 데이터 연결을 제공하는 장치 또는 GPRS 액세스 포인

트(GPRS AP)일 수 있다. 다음에는, 유효한 기술에 따라서, 히스토리 데이터는 예를 들면, 액세스 포인트의 식별자로서 전

화번호 또는 GPRS APN(Access Point Name)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선택되는 액세스 포인트

는 IP 네트워크에 있는 에지 노드(edge node)로, 예를 들면 인터넷이다. 위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다음에 단말기(TE)는

액세스 포인트들 및 상기 액세스 포인트들을 통해 도달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들에 대한 히스토리 데이터, 예컨대 권고된

IP 에지 노드들의 리스트를 보유한다. 이러한 실시예는 인터넷 액세스 포인트가 이전보다 더욱 신뢰할만하게 선택될 수 있

다는 장점을 제공한다. 일 실시예에 따르면, 본 발명은 모바일 IP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시스템에서 적용된다. 모바일 IP 프

로토콜은 단말기(TE)가 서브-네트워크로부터 다른 서브-네트워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일한 IP 어드레스를 사용

해서 통신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로, 모바일 IP를 지원하는 시스템에서 연결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액세스 포

인트는 이전보다 더욱 신뢰할만하게 또한 선택될 수 있다.

표 1은 단말기(TE)에서 보유되는 히스토리 데이터를 예시의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표 1]

 네트워크 서비스  액세스 포인트  네트워크 어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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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LAN  Corp WLAN NW 1  mail.corp.com

 WLAN  Corp WLAN NW 1  mail.corp.com

 WLAN  Hotspot1  www.nokia.com

 WLAN  Hotspot1  www.nokia.com

 WLAN  스티븐Net NW2  HomeServer

 GPRS  Corporate GPRS AP  mail.corp.com

 GPRS  Corporate GPRS AP  www.nokia.com

 GPRS  Public GPRS AP  www.nokia.com

도 1 및 표 1과 관련하여, 예시적인 사람인 스티븐(Steven)은 과거의 연결에 기초하여 표 1에 따른 히스토리 데이터가 저

장된 단말기 TE를 사용할 수 있다. 스티븐은 네트워크 NW1의 WLAN 액세스 포인트 AP를 통해 회사 네트워크 NW1(이

네트워크 이름은 예컨대 corp. WLAN NW1일 수 있다)에 있는 그의 회사의 전자 메일 서버 S(mail.corp.com)를 사용한

다. 단말기 TE가 큰 전자 메일 파일을 로딩될 때, 스티븐은 사무실로부터 떨어져 있으며,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 NW1에

의해 제공된 연결은 실질적으로 사라진다. 그러나, TE는 연결을 GSM/GPRS 네트워크 NW3으로 자동으로 전달하며, 특히

GPRS 액세스 포인트 GPRS AP를 통해 수행되는데, 왜냐하면, 히스토리 데이터에 따르면, GPRS 액세스 포인트 GPRS AP

를 통해서 전자 메일 서버 S mail.corp.com의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이전에 연결이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예시에서,

스티븐은 기차로 여행하면서 웹 페이지 www.nokia.com을 방문하고자 하며, 히스토리 데이터 및 이용 가능한 GSM/

GPRS 네트워크에 기초하여 오퍼레이터의 GPRS 액세스 포인트 GPRS AP(Public GPRS AP)를 통해 상기 어드레스로 연

결을 설정하고자 한다. 기차가 역에서 정지할 때, 로컬 영역 네트워크(Hot Spot1)가 이용 가능하며, 히스토리 데이터 및 다

른 기준에 기초하여 (예를 들면, 고속의 데이터 전송율를), TE는 로컬 영역 네트워크(Hot Spot1)로 전달한다. 스티븐이 집

으로 돌아올 때, 홈 네트워크 NW2의 액세스 포인트 AP에 의해 구현되도록 단말기 TE는 상기 어드레스로 연결을 변경한

다.

위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네트워크 및 액세스 포인트 데이터 외에도, 히스토리 데이터는 성공적인 연결 갯수에 대한 카운

트 정보 및 예를 들면 알고리즘을 선택하거나 또는 연결을 설정하기 위한 다른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몇몇 대안적인 연결

세팅들의 집합은 하나의 물리적 액세스 포인트 예를 들면,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의 액세스 포인트 장치 AP로 연결을 설

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단말기에서 정의된다. 다음에, 단말기는 이러한 연결 세팅들의 집합을 논리적으로 대안적인 액세

스 포인트들로서 보유할 수 있으며, 그것들은 히스토리 데이터에서 분리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는 이전에 연결 설정이

성공적이었던 연결 세팅의 집합들을 선택하거나 또는 장려(favor)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실시예는 예를 들면, 네트워

크 이름들에 기초하여 위에서 기술된 무선 액세스 포인트 장치의 선택을 보완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물리적 액세스 포

인트가 선택되었을 때, 더욱 상세한 연결 파라미터들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연결이 설정된다. 액세스 포인

트의 히스토리 데이터에서 정의된 파라미터들은 사용자 또는 터널링 데이터(tunneling data)를 식별하는 것과 관련된 파

라미터들을 포함할 수 있다. 터널링 데이터는 예를 들면, 가상 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 VPN) 터널링 또는 네트

워크 계층 또는 더 높은 계층의 어떤 다른 타입의 터널링이 사용되었는지를 정의하고 있다. 만약 터널링이 사용되었다면,

액세스 포인트 데이터는 VPN 게이트웨이의 어드레스와 같은, 터널링에 의해 요구되는 파라미터들을 또한 포함할 수 있다.

예시로서, 연결 설정과 관련된 위에서 기술된 다수의 파라미터들이 정의되는 논리적 인터넷 액세스 포인트(Internet

Access Point, IAP)는 심비안 운영 시스템(Symbian Operating System)에 저장될 수 있다. 본 방법이 이러한 별개의 논

리적 인터넷 액세스 포인트들에 적용될 때, 이것은 인터넷 액세스 포인트들이 원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들에 구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논리적 인터넷 액세스 포인트의 선택, 또는 연결 세팅 집합이 완화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원하는 네트

워크 어드레스로 이전에 연결이 설정되었던 인터넷 액세스 포인트는 자동으로 선택될 수 있다. 따라서, 어플리케이션 계층

연결을 설정할 때,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목표 네트워크 어드레스가 알려져 있을 때, 우선적으로 사용될 인터넷 액세스 포

인트가 선택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단말기(TE)는 연결 세팅들에 대한 데이터를 보유하며, 이러한 데이터에 의해서는 원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성공적으로 연결이 설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데이터는 위에서 기술된 성공적인 연결에 기초하여 유

지될 데이터를 보충할 수 있으며, 그러한 데이터들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위에서 기술된 기능들은 이전에

는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연결을 성공적으로 설정할 수 없었던 연결 세팅들은 연결 설정을 위해 사용되도록 선택되지 않거

나, 또는 예를 들면 액세스 포인트의 선택 알고리즘에서 회피되도록 (예를 들면 그들에 대해 다른 기준을 사용하거나 또는

다른 연결 세팅들과는 다르게 그들을 강조함으로써)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연결 세팅들 예를 들면, WLAN 액세스 포인

트 또는 인터넷 액세스 포인트를 선택할 때, 활용될 수 있다.

공개특허 10-2006-0035641

- 8 -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본 발명의 기본적 개념은 다른 액세스 포인트들을 선택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로 실행될 수 있다는

점은 당해 분야의 숙련자들에는 명백하다. 따라서, 본 발명 및 그의 실시예들은 위에서 기술된 예시들에 제한되지 않으며,

청구항들의 범위내에서 변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 원격 통신시스템에서 연결 세팅들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단말기에 있는 연결 세팅들을 사용하여 원하는 네트워크 어

드레스로 연결을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히스토리 데이터를 보유하는 단계;

상기 원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로의 연결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응답하여 상기 히스토리 데이터를 검사하는 단계;

및

사용될 연결 세팅들의 선택을 상기 히스토리 데이터에 의해 구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히스토리 데이터에는 적어도 하나의 네트워크 어드레스가 정의되며, 또한 상기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연결을 설정하

기 위해 사용되었던 적어도 하나의 연결 세팅이 정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이용 가능한 연결 세팅들을 통해 상기 원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이전에 연결이 설정되었는지를 상기 히스토리 데이터

로부터 검사하는 단계; 및

상기 원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적어도 한번 연결이 설정되었던 적어도 하나의 연결 세팅을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네트워크 어드레스들의 URL 식별자들 또는 상기 네트워크 어드레스들의 URL 식별자들 중 적어도 일부를 상기 히스

토리 데이터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네트워크 어드레스들의 IP 어드레스들 또는 상기 네트워크 어드레스들의 IP 어드레스들 중 적어도 일부를 상기 히스

토리 데이터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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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연결을 설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적어도 하나의 액세스 포인트를 상기 히스토리 데이터의 연

결 세팅들에 정의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상기 원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로의 연결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응답하여 상기 히스토

리 데이터가 검사되고,

상기 액세스 포인트의 선택은 상기 히스토리 데이터에 의해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제안된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상기 원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이전에 연결이 설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액세스 포인

트 선택 알고리즘에서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5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적어도 하나의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의 단말기들에 대해 무선 연결을 제공하는 액세스 포인트의 식별자를 상기 히스토

리 데이터의 연결 세팅들에 정의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이용 가능한 액세스 포인트들 및 그와 관련된 히스토리 데이터는

상기 액세스 포인트들로부터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신된 메시지들에 포함된 식별자들에 기초하여 상기 단말기에서 정

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5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IP 네트워크에 있는 적어도 하나의 에지 노드로 연결을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파라미터들 및/또는 적어도 하나의 IP 네트

워크의 에지 노드의 식별자를 상기 히스토리 데이터의 연결 세팅들에 정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적어도 하나의 단말기 및 네트워크를 포함하며, 상기 단말기에 있는 연결 세팅들을 사용해서 원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연결 설정이 구성되는 무선 원격 통신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무선 원격 통신시스템은 추가로

히스토리 데이터를 보유하며,

상기 원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로의 연결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응답하여 상기 히스토리 데이터를 검사하고,

사용될 연결 세팅들을 상기 히스토리 데이터에 의해 선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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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히스토리 데이터에는 적어도 하나의 네트워크 어드레스가 정의되며, 또한 상기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연결을 설정하

기 위해 사용되었던 하나의 연결 세팅이 추가로 정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원격 통신시스템.

청구항 10.

단말기에 있는 연결 세팅들을 사용해서 원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연결을 설정하도록 구성된 무선 단말기에 있어서, 상

기 무선 단말기는

히스토리 데이터를 보유하도록 추가로 구성되며,

상기 히스토리 데이터에는 적어도 하나의 네트워크 어드레스가 정의되며, 또한 상기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연결을 설정하

기 위해 사용되었던 적어도 하나의 연결 세팅이 정의되며,

상기 무선 단말기는

상기 원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로의 연결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응답하여 상기 히스토리 데이터를 검사하도록 구

성되고,

상기 무선 단말기는

사용될 연결 세팅들을 상기 히스토리 데이터에 의해 선택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단말기.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단말기는

상기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연결을 설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적어도 하나의 액세스 포인트를 상기 히스토리 데이터의 연

결 세팅들에 정의하도록 구성되며,

상기 무선 단말기는

새로운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상기 원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로의 연결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응답하여 상기 히스

토리 데이터를 검사하도록 구성되며,

상기 무선 단말기는

상기 히스토리 데이터에 의해 상기 액세스 포인트를 선택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단말기.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 포인트는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의 단말기에 무선 연결을 제공하는 액세스 포인트이며, 상기 무선 단말기는

상기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의 액세스 포인트들로 연결을 설정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무선 단말기는 이용 가능한 액세스 포인트들 및 상기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신된 메시지들에 포함된 식별자들에

기초하여 상기 액세스 포인트들에 관한 상기 이용 가능한 액세스 포인트들과 관련된 히스토리 데이터를 정의하도록 구성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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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단말기의 프로세서에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성물에 포함된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시키는 것에 응답하여 무선 단말기를

제어하기 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성물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성물은

히스토리 데이터를 보유하도록 상기 단말기를 제어하는 프로그램 코드부;

원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로의 연결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응답하여 상기 히스토리 데이터를 검사하도록 상기 단

말기를 제어하는 프로그램 코드부; 및

사용될 연결 세팅들을 상기 히스토리 데이터에 의해 선택하도록 상기 단말기를 제어하는 프로그램 코드부를 포함하며, 상

기 히스토리 데이터에는 적어도 하나의 네트워크 어드레스가 정의되며, 또한 상기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연결을 설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적어도 하나의 연결 세팅이 정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성물.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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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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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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