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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액세스포인트(20)는 리모트컨트롤러(30)의 등록 버튼(127A)을 조작하는 것에 의해 WEP키의 설정 처리를 개시한다. 액세
스포인트(20)로부터 송신되는 전파가 도달하는 범위를, 통상의 범위인 무선통신 에리어(AR1)로부터, 보다 좁은 범위인 시
큐러티 통신 에리어(MR1)로 변경한다. 그 후, 액세스포인트는 사용되는 WEP키를 단말(50)에 배신(配信)하고 배신을 확
인한 후, 단말(50)의 MAC 어드레스를 등록한다. 단말(50)은 배신된 WEP키를 자기(自己)로 설정한다.

그 결과, 무선 LAN을 이용하는 단말의 신규 추가를, 암호키를 나타내는 데이터의 누설을 방지하면서 간편한 수법으로 실
현할 수가 있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인 암호키 설정 시스템(LH1)을 실현하는 하드웨어의 구성을 도시하는 설명도.

도 2는 액세스포인트(20)의 구성을 도시하는 설명도.

도 3은 시큐러티 데이터 설정 처리 루틴을 도시하는 플로우차트.

도 4는 출력값이 변경된 후의 송신기(25)에 있어서의 전파의 송신 가능 범위를, 시큐러티 통신 에리어(MR1)로서 도시하는
설명도.

도 5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인 암호키 설정 시스템(LH2)를 실현하는 장치 구성을 도시하는 설명도.

도 6의 (a)는 등록 버튼(127A)을 구비한 리모트컨트롤러(30)의 형태를 도시하는 설명도.

도 6의 (b)는 등록 버튼(TB)을 실현하는 단말(50)의 형태를 도시하는 설명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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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CPU 12 : ROM

13 : RAM 14 : 기억장치

15 : 디스플레이 컨트롤러 16 : 입출력 컨트롤러

17 : WAN 포트 18 : 무선통신 인터페이스

19 : 표시 램프 20 : 액세스포인트

22 : LAN 포트 25 : 송신기

26 : 수신기 28 : 라우터

30 : 리모트컨트롤 50, 60, 70 : 단말

52, 62, 72 :무선 LAN 어댑터 95 : 차폐(shield) 상자

96 : 깔판 127, 127A : 등록 버튼

AR1 : 무선통신 에리어 CL : 통신회선

IN : 인터넷 LH1, LH2 : 암호키 설정 시스템

MR1 : 시큐러티 통신 에리어 PV : 프로바이더

SV : 서버 TB : 등록 탭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무선 LAN용의 중계기인 액세스포인트와 무선 LAN 접속용 디바이스를 구비한 단말 사이에서 무선으로 통신되
는 무선통신 데이터를 통신에 앞서서 암호화할 때에 이용되는 암호키를, 상기 단말 및 상기 액세스포인트에 설정하는 기술
에 관한 것이다.

근래, 무선 LAN용의 중계기인 액세스포인트는 떨어진 위치에 있는 복수의 컴퓨터를 인터넷에 접속하는 디바이스로서, 자
택이나 오피스 내 등의 특정인이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장소{이하, 사적 장소(private space)라고 한다}뿐만 아니라, 호텔
이나 공항, 상점가, 공원, 역 등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일시적으로 활동하는 장소{이하, 공공 장소(public space)라고 한
다}에서도 이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액세스포인트를 xDSL 회선이나 CATV 회선 등의 고속 인터넷 접속 서비
스를 실현하는 브로드밴드 회선에 접속해서 공공 장소에 배치하는 것에 의해, 액세스포인트로부터 발신된 전파가 도달하
는 범위(무선통신 에리어)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자유롭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공간(이하, 프리스폿 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안되어 있다. 즉, 공공 장소의 관리자가 가입하고 있는 브로드밴드 회선을 무선 LAN용의 액
세스포인트를 이용해서 공공 장소의 이용자가 소지하는 단말에 개방하는 것이다. 이것에 의해, 이용자에 의한 인터넷 접속
의 편리성이 높아져, 공공 장소의 이용 촉진을 도모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프리스폿에서는, 무선통신 에리어 내에서의 무선 LAN을 거친 인터넷에의 접속 권한을 한정자(예를 들면 고객)
에게만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한정자 이외의 사람에 의한 네트워크에의 부정 침입을 방지할 필요가 있
었다. 또한,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프리스폿에서는, 각자가 소지하는 단말과 액세스포인트 사이에 무선통신용의 전파가 빈
번하게 난무하므로, 다수의 각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완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무선통신 에리어 내에서의 전파의 방수(傍
受)에 의해 통신 내용의 제3자에의 누설을 확실히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무선 LAN에 관해서는, 종래, 네트워크에의 부정 침입이나 통신 내용의 제3자에의 누설을 방지하는 시큐러티 기술이
여러 가지 제안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단말에 장착되는 무선 LAN 접속용 디바이스(예를 들면, 무선 LAN 어댑터)에 미리
할당된 고유의 식별 번호인 MAC(Media Access Control)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이 MAC 어드레스를 액세스포인트에 등
록해 두고, 단말로부터의 액세스에 수반하여 액세스포인트가 MAC 어드레스의 인증을 행하여, 등록된 MAC 어드레스 이
외의 MAC 어드레스이면, 그 단말로부터의 네트워크에의 접속 요구를 거부하는 기술(이하, MAC 어드레스 제한이라고 한
다)이 제안되어 있었다(예를 들면, 일본 특개 2001-320373호 공보를 참조). 또한, 단말 및 액세스포인트에, 공통의 암호
키로서 WEP(Wired Equivalent Privacy)키를 설정해 두고, 단말과 액세스포인트 사이에서 교환되는 데이터의 내용을
WEP키를 이용해서 암호화하여, 데이터가 누설된 경우일지라도 데이터의 내용을 해석하기 어렵게 해서 데이터의 내용을
모르게 하는 기술(이하, WEP 암호화라고 한다)도 제안되어 있었다(예를 들면, 일본 특개2001-345819호 공보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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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큐러티가 확보된 프리스폿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프리스폿의 이용에 앞서서, 프리스폿을 이용하고자 하는 각자
의 단말에 대해, MAC 어드레스의 등록이나 WEP키의 설정을 해 둘 필요가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상기한 종래의 시큐러티 기술에서는 액세스포인트에의 MAC 어드레스의 등록이나 단말에의 WEP키의 설정을 수
작업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되어, 무선 LAN을 이용하는 단말을 새롭게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번잡하고 또한 불편하다는
과제가 있었다. 특히, 공공 장소에 설치되는 프리스폿에서는, 프리스폿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수 존재하며, 게다가
서서히 증가해 간다. 이와 같은 다수의 각 단말 소유자에게, 프리스폿을 이용하는 조건으로서, MAC 어드레스의 등록이나
WEP키의 설정에 관한 단말 조작을 부과하는 것은, 극히 불편하며 현실적이지 않았다.

또한, 단말측에서 임의의 문자열을 이용해서 설정된 WEP키를 액세스포인트 측에도 설정하기 위해서는, 무선 LAN을 이용
해서 설정하는 것, 즉, 단말로부터 WEP키의 데이터를 전파에 실어서 액세스포인트에 무선으로 송신하고, 이를 수신한 액
세스포인트가 해당 단말에 대한 WEP키를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하면, 단말 소유자는 WEP키의 송신 후 곧바
로 무선 LAN을 거친 각종 서비스(예를 들면, 인터넷 접속)를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WEP키를 무선으로 송
신한 경우에는, 단말과 액세스포인트 사이에서의 전파의 방수에 의해 WEP키가 제3자에게 누설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누설된 WEP키를 손에 넣은 제3자는, WEP키가 설정된 단말과 액세스포인트 사이에서 교환되는 모든 데이터를 해석하고
데이터의 내용을 알 수가 있게 되어, 이것으로는 암호화에 의한 시큐러티 시스템이 기능하지 않게 되어 버린다. 특히, 프리
스폿의 액세스포인트에서는 프리스폿을 이용하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의 단말에 대해 WEP키의 설정이 행해지므로, WEP
키의 누설을 완전하게 방지하여, 다수의 각 이용자의 통신의 비밀을 안전하게 완전하게 필요가 있다.

본 발명은 상기의 과제를 해결하여, 무선 LAN을 이용하는 단말의 신규 추가를, 암호키를 나타내는 데이터의 누설을 방지
하면서 간편한 수법으로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하의 구성을 채택하였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암호키 설정 시스템은, 무선 LAN용의 중계기인 액세스포인트와 무선 LAN 접속용 디바이스를 구비한 단말 사
이에서, 전파를 이용한 무선통신에 의한 무선통신 데이터의 통신에 앞서서 암호화할 때에 이용되는 암호키를, 상기 단말에
설정하는 암호키 설정 시스템으로서, 상기 액세스포인트에 대해서 원격 조작이 가능한 장치로서, 조작부를 조작하는 것에
의해 상기 액세스포인트에 대해서 상기 암호키의 설정 개시를 지시하는 지시 수단과, 그 지시 수단에 의한 지시에 의거하
여, 상기 액세스포인트와 상기 단말 사이의 무선통신 범위를 통상의 통신 범위보다도 좁히는 통신 범위 한정 수단과, 그 통
신 범위 한정 수단에 의해 무선통신 범위가 좁혀졌을 때, 그 통신 범위 내에 존재하는 단말과 그 액세스포인트 사이에서,
상기 암호키의 내용을 나타내는 암호키 데이터를 무선으로 통신하는 것에 의해 상기 암호키를 설정하는 암호키 설정 수단
을 구비한 것을 요지로 한다.

상기의 무선 LAN 접속용 디바이스는, 단말과 액세스포인트 사이에서 무선통신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말에 장착
되는 디바이스이다. 이 무선 LAN 접속용 디바이스의 하나의 예로서 무선 LAN 어댑터나 무선 LAN 카드를 생각할 수가 있
다.

본 발명의 암호키 설정 시스템에서는, 액세스포인트와 단말 사이에서 통신되는 무선통신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에 이용되
는 암호키의 설정을, 상기 액세스포인트에 대해서 원격 조작이 가능한 장치에 설치된 조작부를 조작하는 것에 의해 개시한
다. 이러한 암호키의 설정은, 액세스포인트와 단말 사이의 무선통신 범위가 통상의 통신 범위보다도 좁혀졌을 때, 그 단말
과 그 액세스포인트 사이에서, 암호키의 내용을 나타내는 암호키 데이터를 무선으로 통신하는 것에 의해 행해진다. 이렇게
하면, 암호키 데이터를 무선으로 통신한 경우일지라도 암호키 데이터는 액세스포인트를 중심으로 한 좁은 범위에서 교환
되기 때문에, 암호키 데이터가 실린 무선의 방수를 하기가 어려워져, 암호키 데이터의 누설이 방지된다. 따라서, 무선 LAN
을 이용하는 단말의 신규 추가를, 암호키 데이터의 누설을 방지하면서 간편하게 실현시키는 것이 가능해져, 가입하기 쉬운
무선 LAN을 높은 시큐러티 레벨로 실현할 수가 있다.

통신 범위 한정 수단을 실현하는 형태로서, 여러 가지의 형태를 생각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액세스포인트 측에서 실현시
키는 것도 가능하다. 액세스포인트에 의해 실현되면, 암호키의 설정 개시가 지시된 경우에, 이 지시에 의거하여 결정된 조
건 하에서 무선통신 범위가 좁혀져, 암호키의 설정이 행해진다. 따라서, 액세스포인트를 상시 암호키의 설정을 접수하는
상태로 해 둘 필요가 없다. 또, 상기의 지시 수단으로서는 무선 LAN 접속용 디바이스를 구비한 단말이나 리모트컨트롤과
같은 액세스포인트에 대한 전파로의 무선통신에 의해 원격 조작이 가능한 장치의 조작에 따라 지시를 행하는 것 등이 있
다.

액세스포인트가 단말로부터 암호키를 설정하는 취지의 지시를 수신할 때, 무선통신 범위를 통상의 통신 범위보다도 좁히
는 제어를 행하여, 무선 설정 수단에 의한 암호키의 설정이 종료되었을 때, 무선통신 범위를 통상의 통신 범위에 되돌리는
제어를 행하는 것으로 해도 좋다. 이렇게 하면, 단말의 소유자는 암호키의 설정을 액세스포인트에 접하는 일 없이 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통신 범위 한정 수단을, 액세스포인트의 송신 출력을 조정하는 것에 의해 상기 무선통신 범위를 좁
히는 수단으로 해도 좋다.

통신 범위 한정 수단을, 상기 암호키의 설정이 행해지는 단말 및 액세스포인트를 상기 무선 신호에 대해서 차폐(shield)하
는 차폐체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암호키 데이터가 실린 무선(이하, 암호키 무선이라고 한다)이 차폐체의 외
부로 송출되거나, 암호키 무선을 방수하기 위한 무선이 차폐체의 내부로 침입하거나 하는 일이 확실히 방지된다. 따라서,
암호키 데이터가 제3자에게 누설되는 것을 완전히 방지할 수가 있다.

액세스포인트가, 통신 대상이 되는 단말에 고유의 정보를 등록하는 등록 수단을 구비하는 것으로 해도 좋다. 이렇게 하면,
고유의 정보가 등록된 단말에 대해서만, 무선 LAN에의 접속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해져, 접속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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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LAN에의 접속을 방지할 수가 있다. 또한, 접속 권한이 없는 자가 LAN 상의 단말이나 액세스포인트에 침입해서 암호키
데이터 등 각종 데이터를 취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다. 이 경우, 고유의 정보의 등록 수단을 이중화하여, 한 쪽
을 전파 이외의 무선 수단에 의해 액세스포인트에 주고 받는 구성으로 하면, 등록의 안전성을 더욱 높일 수가 있다.

본 발명은 액세스포인트나 암호키 설정 방법으로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더욱이, 본 발명은 인증 코드 설정 시스템
으로서 실현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인증 코드 설정 시스템은, 무선 LAN 접속용 디바이스를 구비한 단말이 무선 LAN용의
중계기인 액세스포인트에 전파를 이용한 무선통신에 의해 네트워크 상의 소정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때에 요구되는 인증
코드를, 상기 단말 및 상기 액세스포인트 중 적어도 한 쪽에 설정하는 인증 코드 설정 시스템으로서, 상기 액세스포인트에
대해서 무선으로의 원격 조작이 가능한 장치로서, 조작부를 조작하는 것에 의해 상기 액세스포인트에 대해서 상기 인증 코
드의 설정 개시를 지시하는 지시 수단과, 그 지시 수단에 의한 지시에 의거하여, 상기 액세스포인트와 상기 단말 사이의 무
선통신 범위를 통상의 통신 범위보다도 좁히는 범위 한정 수단과, 그 통신 범위 한정 수단에 의해 무선통신 범위가 좁혀졌
을 때, 그 통신 범위 내에 존재하는 단말과 그 액세스포인트 사이에서, 상기 인증 코드의 내용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무선으
로 통신하는 것에 의해 상기 인증 코드를 설정하는 설정 수단을 구비한 것을 요지로 한다.

상기의 인증 코드로서는, 액세스포인트로부터 유료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인정보(예를 들면, 단말 소유자의 성
명, ID나 패스워드 등) 등을 생각할 수가 있다.

본 발명의 인증 코드 설정 시스템에서는, 단말이 액세스포인트에 무선으로 통신하여 네트워크 상의 소정의 데이터에 액세
스할 때에 요구되는 인증 코드를, 단말 및 액세스포인트 중 적어도 한 쪽에 설정한다. 이러한 인증 코드의 설정은 상기 액
세스포인트에 대해서 원격 조작이 가능한 장치에 설치된 조작부를 조작하는 것에 의해 개시되고, 액세스포인트와 단말 사
이의 무선통신 범위가 통상의 통신 범위보다도 좁아진 다음에, 그 단말과 그 액세스포인트 사이에서 인증 코드의 내용을
나타내는 데이터(이하, 인증 코드 데이터라고 한다)를 무선으로 통신하는 것에 의해 행해진다. 이렇게 하면, 인증 코드 데
이터를 무선으로 통신한 경우일지라도 인증 코드 데이터는 액세스포인트를 중심으로 한 좁은 범위에서 교환되기 때문에,
인증 코드 데이터가 실린 무선의 방수를 하기가 어려워져, 인증 코드 데이터의 누설이 방지된다. 따라서, 무선 LAN을 이용
하는 단말에 관한 인증 코드의 설정을, 인증 코드 데이터의 누설을 방지하면서 간편하게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무
선 LAN 의 시큐러티 레벨을 높일 수가 있다.

(실시의 형태)

이상 설명한 본 발명의 구성 및 작용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 이하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를 이하의 순서로 설명한다.

A. 제 1 실시예{암호키 설정 시스템(LH1)}

A-1. 암호키 설정 시스템(LH1)의 개요

A-2. WEP키의 설정에 관한 처리의 내용

A-3. 작용 효과

B. 제 2 실시예{암호키 설정 시스템(LH2)}

C. 변형예

A. 제 1 실시예:

A-1. 암호키 설정 시스템(LH1)의 개요:

도 1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인 암호키 설정 시스템(LH1)을 실현하는 하드웨어의 구성을 도시하는 설명도이고, 도 2는
액세스포인트(20)의 구성을 도시하는 설명도이다. 암호키 설정 시스템(LH1)은 무선 LAN의 무선통신 에리어(AR1) 내에
있어서, 단말(50)과 액세스포인트(20) 사이에서, 암호키로서의 WEP키의 내용을 나타내는 키 데이터를 전파에 실어서 무
선통신하는 것에 의해, 단말(50)에 액세스포인트(20)가 사용하는 WEP키를 설정하는 시스템이다.

도 1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무선통신 에리어(AR1)에는 무선 LAN용의 중계기인 액세스포인트(무선 기지국)(20)가 설치
되어 있다. 액세스포인트(20)는 도 2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CPU(11)와, 이 CPU(11)와 버스에 의해 상호 접속된
ROM(12), RAM(13), 하드디스크 등의 불휘발적인 기억장치(14),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서의 WAN 포트(17), 유선 LAN
과의 접속용의 LAN 포트(22), 무선통신 인터페이스(18), 디스플레이 컨트롤러(15), 입출력 컨트롤러(16) 등의 각 부를 구
비한다.

ROM(12)에는 무선통신 에리어(AR1) 내의 단말(50), (60), (70)과의 통신이나 인터넷(IN)에의 접속에 관한 각종 프로그램
과 이 프로그램의 실행에 필요한 데이터가 격납되어 있다. 입출력 컨트롤러(16)에는 푸쉬식의 등록 버튼(127)이 접속되어
있다. 등록 버튼(127)은 그 압압부(押壓部)가 액세스포인트(20)의 케이스몸체 표면에 노출된 상태로 설치되어 있다. 디스
플레이 컨트롤러(15)에는 무선 LAN의 접속 상태나 통신 상태를 점등ㆍ점멸 등(等)에 의해 표시하는 각종 표시 램프(19)가
접속되어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도 6의 (a)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등록 버튼 (127A)이 부착된 리모트 컨트롤러(30)
도 준비되어 있다. 전용의 리모트 컨트롤러 (30)를 설치하지 않아도 도 6의 (b)에 도시한 바와 같이, 무선 LAN 접속용 디
바이스(52)를 구비한 단말(50)에 프로그램에 의해 실현되는 등록 버튼(TB)에 의해 실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들 장치로
부터의 특정 데이터의 발신은, 그 장치가 구비하는 버튼이나 키의 터치 조작{예를 들면, 도 6의 (a)에 도시한 등록 버튼
(127A)의 압압 조작}, 그 장치가 구비하는 화면 상에서의 선택지의 선택 조작{예를 들면, 도 6의 (b)에 도시하는 단말(50)
에 있어서의 화면 상에 표시된 등록 탭(TB)의 클릭} 등이 되었을 때에 행해지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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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 인터페이스(18)에는 전파를 송신하는 송신기(25), 전파를 수신하는 수신기(26)가 접속되어 있다. 이 송신기(25),
수신기(26)는 외부로의 전파의 송신이나 외부로부터의 전파의 수신이 가능한 상태로 액세스포인트(20)에 내장되어 있다.
도 1에서는, 송신기(25)의 출력이나 수신기(26)의 수신 감도를 표준 설정값으로 한 경우에, 송신기(25)로부터 송신된 전파
가 도달하고, 또한 수신기(26)가 단말 (50), (60), (70)로부터의 전파를 수취할 수 있는 범위를 무선통신 에리어(AR1)로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액세스포인트(20)의 설치에 의해, 무선통신 에리어(AR1) 내를 통상의 통신 범위로 한 무선 LAN이
편성된다.

또, ROM(12)에는 단말(50), (60), (70)과의 통신에 관한 프로그램으로서, 송신기(25)의 출력의 표준 설정값을 일시적으로
변경하는 처리의 내용이 기술된 출력값 변경 프로그램이나 수신기(26)의 수신 감도의 표준 설정값을 일시적으로 변경하는
처리의 내용이 기술된 수신 감도값 변경 프로그램이 미리 격납되어 있다. 이 설정값을 변경하는 처리는, 구체적으로는 표
준 설정값을 1/n(n은 미리 정해진 정수)배하는 연산 처리에 의해 실현된다. CPU(11)는 이 출력값 변경 프로그램, 수신 감
도값 변경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에 의해, 변경 후의 출력값이나 수신 감도값을, 무선통신 인터페이스(18)를 거쳐서 송신
기(25), 수신기(26)에 출력한다. 이것에 의해, 송신기(25)로부터 송신되는 전파의 출력이나 수신기(26)에 있어서의 전파의
수신 감도가 변경된다.

단말(50), (60), (70)은 주지의 노트형 퍼스널컴퓨터이며, CPU, ROM, RAM 등으로 이루어지는 제어장치를 비롯하여, 기
억장치로서의 하드디스크나 CD-ROM 드라이브 등을 구비한다. 물론, 휴대정보 단말(Personal Digital Assistant) 등 다른
단말이어도 상관없다.

또한, 단말(50), (60), (70)에는 액세스포인트(20)와의 사이에서의 전파의 송수신을 행할 수 있게 하는 무선 LAN 접속용
디바이스로서, 무선 LAN 어댑터(52), (62), (72)가 장착되어 있다. 이 무선 LAN 어댑터(52), (62), (72)의 디바이스 드라
이버가 단말(50)에 편입되는 것에 의해, 단말(50), (60), (70)은 장착된 무선 LAN 어댑터(52), (62), (72)를 인식하고, 무선
LAN 어댑터(52), (62), (72)를 제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무선 LAN 어댑터(52), (62), (72)에는 어댑터에 고유의 식
별 번호인 MAC 어드레스가 부여되어 있다.

무선통신 에리어(AR1) 내에 들어간 컴퓨터로서의 단말(50), (60), (70)은 장착된 무선 LAN 어댑터(52), (62), (72)와 액세
스포인트(20) 사이에서 전파가 송수신되는 것에 의해, 액세스포인트(20)와 통신을 무선으로 행한다. 액세스포인트(20) 및
무선 LAN 어댑터(52), (62), (72)는 교환하는 데이터를 통신에 적합한 형식, 이른바 패킷으로 변환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것에 의해 단말(50), (60), (70)과 액세스포인트(20) 사이에 있어서, 오프라인(인터넷에 접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으로 데
이터의 교환을 하는 것이 이론상 가능해진다.

다음에, 액세스포인트(20)를 인터넷(IN)에 접속하기 위한 구성에 대해 설명한다. 도 1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액세스포인트
(20)의 WAN 포트(17)에는 모뎀을 내장한 라우터(28)가 케이블을 거쳐 접속되어 있다. 라우터(28)는 무선 LAN 어댑터
(52), (62), (72) 각각의 MAC 어드레스에 의거하여, 무선 LAN 내의 복수의 각 단말 (50), (60), (70)을 특정하여, 이들을
구별할 수가 있다.

라우터(28) 내의 모뎀은 CATV 회선, xDSL 회선 등 브로드밴드인 통신회선 (CL), 프로바이더(PV)의 전용회선을 거쳐 인
터넷(IN)에 접속되어 있다. 즉, 라우터 (28)는 무선 LAN을 인터넷(IN)에 접속하는 게이트웨이로서 기능한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무선통신 에리어(AR1) 내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무선 LAN 어댑터를 구비한 단말 중, MAC 어드레스
가 액세스포인트(20)에 등록되어 있는 단말(이하, 등록 단말이라고 한다)에 무선 LAN으로의 접속을 허용한다. 등록 단말
의 소유자는 자기의 단말을 액세스포인트(20)을 통해 인터넷(IN)에 접속시켜, 인터넷(IN) 상의 서버(SV)에 격납된 웹 컨텐
츠 등의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할 수가 있다. 한편, MAC 어드레스가 액세스포인트(20)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단말(비등록
단말이라 한다)은 설사 무선통신 에리어(AR1) 내에 있더라도 무선 LAN에 접속할 수가 없다. 즉, 무선통신 에리어(AR1)는
등록 단말의 소유자에게만 인터넷(IN)에의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스폿으로 되어 있다. 또, 도 1에서는 단말(50),
(60)이 등록 단말에 해당되고, 단말(7O)이 비등록 단말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등록 단말과 액세스포인트(20) 사이에서는, 계약이나 서비스 등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는 데이터(이하, 내용 첨부
데이터라고 한다)가 전파에 실려 송수신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내용 첨부 데이터를 송신하는 측의 장치{등록 단말, 액세
스포인트(20)}가 송신에 앞서서, 이미 설명한 WEP키 라는 암호키를 이용해서 내용 첨부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암호화 후
의 내용 첨부 데이터(이하, 암호화 데이터라고 한다)를 수신측의 장치{액세스포인트(20), 등록 단말}에 송신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수신측의 장치는 수신한 암호화 데이터를 WEP키를 이용해서 복호화하여, 내용 첨부 데이터를 얻는 것이다.

WEP는 IEEE 802.11에서 사용되는, 비밀키 암호 방식(데이터의 암호화와 암호화된 데이터의 복호화의 쌍방에서 동일 암
호키를 사용하는 방식)의 암호화 기술이며, 암호키로서 64 비트 또는 128 비트의 WEP키가 이용된다.

이러한 WEP키를 이용한 암호화에 의해, 무선통신 에리어(AR1) 내에 있어서 내용 첨부 데이터를 실은 전파가 방수된 경우
에, 내용 첨부 데이터의 해석을 하기 어렵게 되어, 통신 내용의 제3자에의 누설이 방지된다. 예를 들면, 등록 단말로부터 액
세스포인트(20)에 크레디트 카드의 번호를 포함하는 계약 문서가 송신된 경우에는, 송신 전파의 방수에 의해 크레디트 카
드의 번호가 제3자에게 알려져 버리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다.

A-2. WEP키의 설정에 관한 처리의 내용:

계속해서, 상기의 WEP키를 단말(50), (60)에 설정하는 수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액세스포인트(20)의 ROM(12)에는 단말(50), (60)과의 통신에 관한 프로그램으로서, 무선 LAN 어댑터(52), (62)의 MAC
어드레스의 등록에 관한 프로그램(MAC 등록 프로그램)이 미리 격납되어 있다. 한편, 무선 LAN의 사용에 있어서 단말
(50), (60)에 인스톨 된 유틸리티 프로그램에는 WEP키의 설정에 관한 프로그램(WEP 키 설정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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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WEP키 설정 프로그램의 내용을 단말(50), (60)의 CPU가 실행하고, 이 WEP키 설정 프로그램의 실행에 수반하여
상기의 MAC 등록 프로그램 및 출력값 변경 프로그램의 내용을 액세스포인트(20)의 CPU(11)가 실행하는 것에 의해, 도 3
에 도시하는 시큐러티 데이터 설정 처리가 행해진다. 이 시큐러티 설정 처리가 행해지는 것에 의해, 액세스포인트(20)에
무선 LAN 어댑터(52), (62)의 MAC 어드레스가 등록되며, 액세스포인트(20) 및 단말(50), (60)에 공통의 WEP키가 설정
된다.

시큐러티 데이터 설정 처리의 내용에 대해 도 3 내지 도 4를 설명한다. 도 3은 시큐러티 데이터 설정 처리 루틴을 도시하는
플로우차트이다. 도 4는, 출력치가 변경된 후의 송신기(25)에 있어서의 전파의 송신 가능 범위를, 시큐러티 통신 에리어
(MR1)로서 도시하는 설명도이다. 이 도 3 내지 도 4에 관한 이하의 설명에서는, MAC 어드레스의 등록 대상 내지 WEP키
의 설정 대상이 되는 단말이 단말 50이라고 가정하여 설명한다.

시큐러티 데이터 설정 처리 루틴은, 단말(50) 측의 CPU에서 실행되는 루틴 A와 액세스포인트(20) 측의 CPU(11)에서 실
행되는 루틴 B로 이루어진다. 본 루틴에 의한 등록에 앞서서, 액세스포인트(20)의 관리자는, 단말(50)이 시큐러티 통신 에
리어(MR1) 내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리모트컨트롤러(30)의 등록 버튼(127A)을 조작한다(스텝 S200, S210). 시큐러티
통신 에리어(MR1)는 이미 설명한 출력값 변경 프로그램의 실행에 의해 표준 설정값이 일시적으로 저감된 경우에, 송신기
(25)에 의한 전파의 송신이 가능해지는 범위이다(도 4를 참조). 상기의 등록 버튼(127A)의 작동에 의해, 액세스포인트
(20)는 동작 모드를 통상 모드로부터 등록 모드로 변경하고, 이미 설명한 출력값 변경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송신기(25)의
출력값을 표준 설정값의 1/n로 저감하는 처리를 행한다(스텝 S220). 이것에 의해, 송신기(25)가 전파를 송신할 수 있는 범
위는, 도 4에 도시하는 시큐러티 통신 에리어(MR1) 내로 되어, 무선통신 에리어(AR1)보다도 좁아진다. 따라서, 무선통신
에리어(AR1) 내에 들어 있는 등록 단말일지라도, 시큐러티 통신 에리어(MR1) 내에 들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액세스포인
트(20)에 액세스 할 수가 없게 된다.

다음에, 단말(50)은 무선 LAN 어댑터(52)의 MAC 어드레스를 특정하고, 무선 LAN에 가입하는 취지의 지시(이하, 가입 지
시라고 한다)를 나타내는 데이터에 MAC 어드레스를 헤더 정보로서 부가한 패킷을 액세스포인트(20)에 송신하는 처리를
행한다(스텝 S100).

계속해서, 액세스포인트(20)는 수신한 패킷의 헤더 정보로부터 MAC 어드레스를 판독하고, 판독한 MAC 어드레스를
RAM(13)의 버퍼 영역에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처리를 행한다(스텝 S230).

계속해서, 액세스포인트(20)는, 사용하는 WEP키를 나타내는 데이터(이하, WEP키 데이터라고 한다)를 단말(50)에 송신하
는 처리를 행하고(스텝 S250), WEP키 데이터가 단말(50)에 배신되었는지여부를 판단하는 처리를 행한다(스텝 S255). 이
배신된지 여부의 판단은, 이미 설명한 무선 LAN 어댑터(52)의 데이터 리턴 기능을 이용하는 것에 의해 실현할 수가 있다.
WEP키 데이터가 단말(50)에 배신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RAM(13)에 기억되어 있던 MAC 어드레스를 소거하
고(스텝 S260), 본 루틴을 종료한다.

한편, WEP키 데이터가 단말(50)에 배신되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미 설명한 출력값 변경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송신기
(25)의 출력값을 표준 설정값에 되돌리는 처리를 행한다(스텝 S270). 이것에 의해, 송신기(25)가 전파를 송신할 수 있는
범위가, 통상의 범위{무선통신 에리어(AR1)}로 되며, 등록 단말은 무선통신 에리어(AR1) 내에 들어 있으면, 액세스포인
트(20)에 액세스 할 수가 있다.

계속해서, 액세스포인트(20)는 단말(50)의 MAC 어드레스를 기억장치(14)의 관리 영역에 등록하는 처리를 행하고(스텝
S280), 동작 모드를 통상 모드에 되돌려 본 루틴을 종료한다. 이것에 의해, 액세스포인트(20) 측에서의 단말(50)에 관한
MAC 어드레스의 등록이 완료된다.

한편, 스텝 S250의 처리에 의해 WEP키 데이터를 수신한 단말(50)은, WEP키를 액세스포인트(20)의 IP 어드레스와 관련
시켜 자동적으로 설정하는 처리를 행하고(스텝 SllO), 본 루틴을 종료한다. 이것에 의해, 단말(50) 측에서의 액세스포인트
(20)에 관한 WEP키의 설정이 완료된다. 이후, 단말(50)과 액세스포인트(20) 사이에서는 설정된 WEP키를 이용하여 내용
첨부 데이터를 암호화한 암호화 데이터가 송수신 된다.

A-3. 작용 효과:

이상 설명한 제 1 실시예의 암호키 설정 시스템(LH1)에서는, 상기의 시큐러티 데이터 설정 처리를 실행하는 것에 의해, 단
말(50)에 WEP키를 자동적으로 설정한다. 이와 같은 「WEP키의 무선통신에 의한 자동 설정이」이 행해짐으로써, 무선
LAN을 이용하는 단말(50)의 신규 추가를 간편하게 실현되는 것이 가능해져, 가입하기 쉬운 무선 LAN을 제공할 수가 있
다. 예를 들면, WEP키의 설정에 있어서, 단말 (50)의 소유자나 액세스포인트(20)의 관리자는, 단말(50)과 액세스포인트
(20)를 케이블 등으로 접속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WEP키의 작성이나 설정을 수작업으로 행할 필요도 없다. 특히, 상기의
암호키 설정 시스템(LH1)을 프리스폿에 구비된 무선 LAN에 채용하면 더욱 적합하다. 프리스폿의 무선 LAN은 이것을 이
용하려고 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연이어 신규로 가입하는 것이며, 각 사람의 설정에 수반하여 필요한 작업을 크게 경감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액세스포인트(20)는 WEP키의 데이터를 전파에 실어서 단말(50)에 송신할 때에, 액세스포인트(20)로부터 송신되
는 전파가 도달하는 범위를, 통상의 범위인 무선통신 에리어(AR1)로부터, 보다 좁은 범위인 시큐러티 통신 에리어(MR1)
로 변경한다. 이 때문에, WEP키 데이터를 실은 전파가 방수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예를 들면, 도 4에 있어서, 액세스포인
트(20)로부터 단말(50)에 WEP키 데이터가 송신된 경우에, WEP키 데이터를 실은 전파는 좁은 범위인 시큐러티 통신 에리
어(MR1) 내로만 도달하고(화살표 Q1을 참조), 시큐러티 통신 에리어(MR1) 밖에 있는 등록 단말(60)이나 비등록 단말
(70)에 수신되어 버리는 일이 없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WEP키 데이터가 무선으로 송신되는 경우일지라도, WEP키의 누
설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해져, 시큐러티 레벨이 높은 무선 LAN을 실현할 수가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액세스포인트(20)를
프리스폿에 설치한 경우에는, 프리스폿을 이용하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의 단말에 대해, WEP키의 설정시에 WEP키가 제3
자에게 누설되어 버리는 일이 확실히 방지된다. 따라서, 다수의 각 이용자의 통신의 비밀을 완전히 확보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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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 1 실시예의 암호키 설정 시스템(LH1)에서는, 액세스포인트(20)는 단말(50)로부터의 가입 지시를 나타내는 데이
터의 수신에 수반하여 일시적으로 통신 범위를 좁혀 WEP키를 작성하고, 작성한 WEP키의 단말(50)에의 송신 후에 통신
범위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있다. 따라서, 단말(50)의 소유자는 액세스포인트(20)에 접하는 일 없이 WEP키의 설정을 행하
는 것이 가능해져, 간편하고 위생적이다.

제 1 실시예의 암호키 설정 시스템(LH1)에서는, 액세스포인트(20)가 WEP키의 설정에 병행하여 단말(50) 측의 MAC 어드
레스를 등록하고, 등록 단말(50), (60)에 대해서만 무선 LAN에의 접속을 허용한다. 이것에 의해, 비등록 단말(70)에 의한
무선 LAN에의 접속을 간편한 수법으로 방지할 수가 있다. 또한, 비등록 단말(70)이 LAN 상의 등록 단말(50), (60)이나 액
세스포인트(20)에 침입해서 WEP키의 데이터 등 각종 데이터를 취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다.

상기 제 1 실시예에 있어서, 통신 범위를 좁히는 기간으로서는, (a) 등록 버튼(127A)이 눌려져 있는 동안, (b) 등록 버튼
(127A)을 누르고 나서 MAC 어드레스 및 WEP키가 등록될 때까지의 동안, (c) 등록 버튼(127A)을 누르고 나서 한번 더 누
를 때까지의 동안 등이 고려된다.

또, 소정의 장치를 무선 LAN 어댑터(52)가 장착된 단말(50)의 등록 버튼(TB)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등록 버튼(TB)의 조
작에 의해 미리 정한 신호를 송신하고, 이를 받은 액세스포인트(20)가 상기 처리를 개시하는 것으로 해도 좋지만, 액세스
포인트(20)가, 단말(50)로부터 가입 지시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수신했을 때에, 등록 모드에의 변경을 행하는 것으로 해도
좋다. 이 경우에는, 그 단말(50)이 시큐러티 통신 에리어(MR1) 내에 있는 것을, 통신의 응답 시간으로 판별하는 것도 가능
하다.

상기 구성에 의하면, 단말의 소유자 및 액세스포인트의 관리자는 액세스포인트 측의 등록 버튼(127) 등에 접하는 일 없이
WEP키의 설정을 행하는 것이 가능해져, 액세스포인트의 설치 위치의 자유도를 높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액세스포인트
를 손이 닿기 어려운 장소(예를 들면, 점포 내의 천정)에 설치했을 경우에 있어서도, 리모트컨트롤러(30)나 단말(50)을 이
용하여 단말과의 사이에서의 WEP키의 설정을 원활히 행할 수가 있다.

B. 제 2 실시예{암호키 설정 시스템(LH2)}:

다음에, 제 2 실시예에 대해 설명한다. 제 1 실시예에서는, WEP키의 데이터가 실린 전파가 방수되는 것을, WEP키의 설정
시에 통신 범위를 일시적으로 좁힌다는 소프트적인 수법으로 방지하였다. 이것에 대해, 제 2 실시예의 암호키 설정 시스템
(LH2)에서는, WEP키의 데이터가 실린 전파가 방수되는 것을 「액세스포인트 (20) 및 단말(50)을 덮는 차폐상자(95)」라
는 하드적인 수법으로 실현시킨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인 암호키 설정 시스템(LH2)을 실현하는 장치 구성을 도시하는 설명도이다. 액세스포인트
(20) 및 단말(50), (60), (70)은, 제 1 실시예와 거의 마찬가지 구성을 구비하며, 이 액세스포인트(20)에 의해 제 1 실시예
와 마찬가지의 무선통신 에리어(AR1)가 형성되어 있다. 도 5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액세스포인트(20) 및 단말(50)은 깔
판(96) 위에 배치되어 있다. 이 깔판(96)에는 액세스포인트(20), 단말(50)을 포섭(包攝) 가능한 중공부(中空部)를 가지는
차폐상자(95)가 덮어씌워져 있다. 차폐상자(95) 및 깔판(96)은 철 등의 금속으로 형성되어 있다.

제 2 실시예에서는, WEP키의 설정을 이하의 순서로 행한다. 우선, 무선 LAN 에의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액세스포인트
(20)의 설치 장소에 가서, 자기가 소유하는 단말(50)과 액세스포인트(20)를 깔판(96) 위에 배치한다. 이 때, 깔판(96) 위에
는 미리 액세스포인트(20)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해도 지장없다. 다음에, 무선 LAN에의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단말
(50)을 조작해서 무선 LAN에 가입하는 취지의 지시를 행한 후, 깔판(96)에 차폐상자(95)를 씌운다. 액세스포인트(20)는
단말(50)로부터 가입 지시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수신하고, 그 수신으로부터 소정 시간{예를 들면, 차폐상자(95)를 씌우는
데 요하로 시간)의 경과 후에, 제 1 실시예와 마찬가지의 MAC 어드레스의 등록 처리나 WEP키의 설정 처리(스텝 S100,
스텝 S230∼스텝 S260, 스텝 S280, 스텝 S110의 각 처리)를 행한다. 이것에 의해, 액세스포인트(20) 측에서의 단말(50)
에 관한 MAC 어드레스의 등록이 완료되고, 액세스포인트(20)에서 작성된 WEP키의 데이터가 단말(50)에 송신되어 단말
(50)에의 WEP키의 설정이 완료된다.

이상 설명한 제 2 실시예의 암호키 설정 시스템(LH2)에서는, WEP키의 설정 때, WEP키의 데이터를 교환하는 단말(50) 및
액세스포인트(20)가 차폐상자(95)에 의해 차폐된다. 그 때문에, WEP키 데이터를 실은 전파가 방수되는 것을 확실히 방지
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도 5에 있어서 액세스포인트(20)로부터 단말(50)에 WEP키 데이터가 송신된 경우에, WEP키 데
이터를 실은 전파는, 차폐상자(95)를 뚫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화살표 Q2를 참조), 무선통신 에리어(AR1) 내의 등록 단
말 (60)이나 비등록 단말(70)에 수신되어 버리는 일이 없다. 또한, 무선통신 에리어 (AR1) 내의 등록 단말(60)이나 비등록
단말(70)이, WEP키 데이터가 실린 전파를 방수하고자 한 경우일지라도, 전파는 차폐상자(95)를 뚫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
에 (화살표 Q3을 참조), WEP키 데이터가 실린 전파를 캐치 할 수가 없다. 따라서, WEP키 데이터가 무선으로 송신되는 경
우일지라도, WEP키 데이터의 누설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해져, 시큐러티 레벨이 높은 무선 LAN을 실현할 수가 있다.

C. 변형예:

이상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를 실시예에 의거하여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이러한 실시예에 하등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 발명의 요지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시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예를 들면, 상기 실시예에서는 액세스포인트(20)에 외부 안테나를 유선으로 접속하고, 외부 안테나와 단말(50)의 무선으
로의 통신에 의해 MAC 어드레스의 등록이나 WEP키의 설정을 행하는 구성으로 해도 지장없다. 이렇게 하면, 액세스포인
트 (20)의 설치 장소의 자유도를 높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점포 내의 구석에 외부 안테나를 설치하고 외부 안테나의 부근
을 WEP키의 설정 장소로 하면서, 점포 내의 중앙에 액세스포인트(20)를 설치하여 무선통신 에리어를 점포 내 전체로 넓게
확보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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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실시예에서는, 단말과 액세스포인트 사이에서 교환되는 데이터의 내용을 암호화하는 기술로서 WEP를 이용하였지
만, WEP 이외의 다른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더라도 지장없다. 예를 들면, 공개키 암호 방식(데이터의 암호화와 암호화된
데이터의 복호화에서 다른 암호키를 사용하는 방식)의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도 좋다. WEP보다도 강도가 높은 암호화 기
술인 WPA(Wi-Fi Protected Access)를 이용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다.

상기 실시예에서는, WEP키의 설정을 단말(50)에 장착된 무선 LAN 어댑터(52)와 액세스포인트(20)의 송신기(25), 수신기
(26)와의 사이의 전파의 송수신에 의해 실현하였지만, 이러한 전파 이외의 다른 무선을 이용한 통신에 의해 WEP키의 설정
을 행하는 구성으로 해도 지장이 없다. 이러한 다른 무선으로서는, 적외선, 빛, 음성 신호, 초음파, 미약 전파 등을 생각할
수가 있다. 또한, 단말(50)과 액세스포인트(20) 사이의 무선통신을, Bluetooth(상표)라는 근거리 사이에서의 무선통신 방
식을 이용하여 실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상기 실시예의 구성에, 상기와 같은 다른 무선에 의한 데이터 전송을 병용하더라도 지장이 없다. 하나의 예로서 적외
선에 의한 데이터 전송을 병용한 구성에 대하여 이하에 설명한다. 상기 실시예의 구성과 다른 점은, 액세스포인트(20)에
CPU(11)와 버스에 의해 서로 접속된 적외선 수신 인터페이스와, 적외선 수신 인터페이스에 접속된 적외선 수신부를 설치
하는 점, 단말(50)에 CPU와 버스에 의해 서로 접속된 적외선 송신 인터페이스와, 적외선 송신 인터페이스에 접속된 적외
선 발신부를 설치하는 점이다.

액세스포인트(20) 측의 적외선 수신부는, 적외선 영역에 감도를 가지는 포토 다이오드에 의해 구성되어 있으며, 단말(50)
측의 적외선 발신부는 적외선 영역 파장의 광을 출력하는 LED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단말(50) 측의 적외선 송신 인터페
이스는, CPU로부터의 지령 신호를, 이 지령 신호를 중첩시킨 전송파로 변환한다. 변환된 전송파는 적외선 발신부로부터
발신된다. 이렇게 해서 단말(50)로부터 발신된 전송파는, 단말(50)이 시큐러티 수신 에리어(SR1)(적외선 수신부에 의해
전송파를 수신 가능한 에리어) 내에 있는 경우에, 액세스포인트(20) 측의 적외선 수신부에 의해 수신된다. 이렇게 해서 수
신된 전송파를 수취한 적외선 수신 인터페이스는, 전송파를 2값화 된 지령 신호로 변환하고, 변환 후의 지령 신호를
CPU(11)에 보낸다.

이와 같이 구성된 단말(50) 및 액세스포인트(20)에서의 WEP키의 설정은, 상기한 시큐러티 데이터 설정 처리 루틴의 실행
에 의해 행해지지만, 실행되는 시큐러티 데이터 설정 처리 루틴의 내용은, 이하 (p)∼(s)의 점에서 상기 실시예의 경우와
다르다.

(P) 액세스포인트(20) 측의 스텝 S200, S210의 처리에 있어서, 액세스포인트 (20)의 관리자는, 단말(50)이 시큐러티 통신
에리어(MR1)이고 또한 시큐러티 수신 에리어(SR1) 내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등록 버튼(127)을 작동시키는 점.

(q) 단말(50) 측의 스텝 S100의 처리에 있어서, 무선 LAN 어댑터(52)로부터 MAC 어드레스의 정보를 가지는 패킷을 액세
스포인트(20)에 송신함과 동시에, 적외선 발신부로부터 MAC 어드레스의 정보가 중첩된 전송파를 액세스포인트(20)에 발
신하는 점.

(r) 액세스포인트(20) 측의 스텝 S230의 처리에 있어서, 액세스포인트(20)는 수신기(26)에 의해 수신한 패킷, 적외선 수신
부에 의해 수신한 전송파의 각각으로부터 MAC 어드레스를 판독하고, 판독한 2개의 MAC 어드레스를 RAM(13)에 일시적
으로 기억하는 점.

(s) (r)에 적은 스텝 S230의 처리의 실행 후에, 판독한 2개의 MAC 어드레스를 대조 확인하여, 2개의 MAC 어드레스가 일
치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스텝 S250의 처리{WEP키 데이터를 단말(50)에 송신하는 처리}를 실행하는 점.

이러한 처리에 의하면, WEP키의 설정에 앞서서 단말(50) 측의 MAC 어드레스가 전파, 적외선이라는 2계통의 정보의 대조
확인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무선 LAN에의 접속을 허용하는 단말의 체크를 보다 엄격하게 행하는 것이 가능해져, 비등
록 단말에 의한 무선 LAN에의 접속을 완전히 방지할 수가 있다. 특히, 적외선이나 빛을 이용한 경우에는 적외선이나 빛은
지향성을 가지므로, 액세스포인트에 전송파를 도달시킬 수 있는 범위가 전파보다도 한정된다. 따라서, 타인의 MAC 어드
레스를 모용(冒用)한 제3자가 그 MAC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자기의 단말을 액세스포인트(20)에 등록하는 것을 방지할 수
가 있다.

또, 상기의 적외선 송신 인터페이스나 적외선 발신부는, 이들을 미리 단말 (50)에 편성하는 것에 의해 실현해도 좋고, 단말
(50)의 음성 출력 단자에 적외선 발신기를 접속하는 것에 의해 실현해도 좋다.

이상, 전파를 이용한 데이터 통신에 적외선에 의한 데이터 전송을 병용한 구성을 하나의 예로서 설명하였지만, 적외선 이
외의 다른 무선(예를 들면, 빛, 음성 신호, 초음파, 미약 전파)에 의한 데이터 전송을 전파를 이용한 데이터 통신에 병용하
는 것으로 해도 지장이 없다. 또한, 가시광에 의한 데이터 전송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퍼스널컴퓨터나 휴대정보 단말 등의
액정 표시부를 발광소자로서 이용해도 좋다. 이렇게 하면, 단말의 액정 표시부로부터 MAC 어드레스의 정보가 중첩된 광
신호를 액세스포인트(20)에 발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상기 실시예에서는, WEP키의 설정 중에 있어서의 무선통신 범위를 한정하였지만, 이와 같은 무선통신 범위의 한정
은, WEP키 뿐만 아니라 액세스포인트 (20)와 단말(50) 사이의 교환에 의해 설정되는 다른 정보에도 적용할 수가 있다. 예
를 들면, 특정의 사람에 대해서만 유료 컨텐츠를 송신하는 프리스폿에서는, 액세스한 단말의 소유자가 특정의 사람인 것을
인증하기 위한 정보(예를 들면, 단말 소유자의 성명, ID나 패스워드 등)를 액세스포인트(20)나 단말(50)에 미리 등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개인을 인증하는 정보의 등록을, 액세스포인트(20)와 단말 (50) 사이의 무선통신 범위를 한정하면서,
무선통신에 의해 행하는 구성으로 해도 좋다. 이렇게 하면, ID나 패스워드 등 개인을 인증하는 정보를 메뉴얼로 설정할 필
요가 없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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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무선 LAN을 이용하는 단말의 신규 추가를, 암호키를 나타내는 데이터의 누설을 방지하면서
간편한 수법으로 실현할 수 있는 등의 효과를 가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 LAN용의 중계기인 액세스포인트와 무선 LAN 접속용 디바이스를 구비한 단말과의 사이에서, 전파를 이용한 무선통
신에 의한 무선통신 데이터의 통신에 앞서서 암호화할 때에 이용되는 암호키를, 상기 단말에 설정하는 암호키 설정 시스템
으로서,

상기 액세스포인트에 대해서 원격 조작이 가능한 장치로서, 조작부를 조작하는 것에 의해, 상기 액세스포인트에 대해서 상
기 암호키의 설정 개시를 지시하는 지시 수단과,

그 지시 수단에 의한 지시에 의거하여, 상기 액세스포인트와 상기 단말과의 사이의 무선통신 범위를 통상의 통신 범위보다
도 좁히는 통신 범위 한정 수단과,

그 통신 범위 한정 수단에 의해 무선통신 범위가 좁혀졌을 때, 그 통신 범위 내에 존재하는 단말과 그 액세스포인트와의 사
이에서, 상기 암호키의 내용을 나타내는 암호키 데이터를 무선으로 통신하는 것에 의해 상기 암호키를 설정하는 암호키 설
정 수단을

구비한 암호키 설정 시스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그 지시 수단에 의한 지시에 의거하여 상기 무선통신 범위를 통상의 통신 범위보다도 좁히는 조건을 결정하는 조건 결정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통신 범위 한정 수단은, 그 조건 결정 수단에 의해 결정된 조건 하에서, 상기 무선통신 범위를 좁히는 수단인

암호키 설정 시스템.

청구항 3.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범위 한정 수단은, 상기 액세스포인트가

상기 단말로부터 암호키를 설정하는 취지의 지시를 수신할 때에, 무선통신 범위를 통상의 통신 범위보다도 좁히는 제어를
행하고,

상기 무선 설정 수단에 의한 암호키의 설정이 종료했을 때에, 무선통신 범위를 통상의 통신 범위에 되돌리는 제어를 행하
는 것에 의해 실현되는

암호키 설정 시스템.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범위 한정 수단은, 상기 액세스포인트의 송신 출력을 조정하는 것에 의해 상기 무선통신 범위를 좁히는 수단인
암호키 설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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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범위 한정 수단은, 상기 암호키의 설정이 행해지는 단말 및 액세스포인트를 상기 무선 신호에 대해서 차폐하는
차폐체인 암호키 설정 시스템.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포인트는, 통신 대상이 되는 단말에 고유의 정보를 등록하는 등록 수단을 구비한 암호키 설정 시스템.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키 설정 수단은,

상기 암호키 데이터의 전파에 의한 무선통신에 앞서서, 상기 단말에 고유의 정보를 그 무선통신에 의해 수취하는 고유 정
보 수취 수단과,

그 수취한 고유 정보에 의거하여, 상기 암호키를 통신하는 단말을 특정하는 단말 특정 수단을

구비한 암호키 설정 시스템.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포인트와 상기 단말은, 상기 전파에 의한 무선통신과는 달리, 전파 이외의 매체에 의해 상기 단말에 고유의 정
보를 교환하는 무선통신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단말 특정 수단은, 상기 전파에 의한 무선통신에 의해 수취한 상기 고유 정보와, 상기 무선통신 수단에 의해 수취한
상기 고유 정보가 대응하고 있을 때, 상기 암호키를 통신하는 단말을 특정하는 수단인

암호키 설정 시스템.

청구항 9.

무선 LAN 접속용 디바이스를 구비한 단말과의 사이에서 무선으로의 통신을 행하는 무선 LAN용의 중계기로서, 상기 단말
과의, 전파를 이용한 무선통신에 의한 무선통신 데이터의 통신에 앞서서, 설정된 암호키를 이용하여 통신 대상이 되는 무
선통신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그 암호화된 무선통신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단말과의 무선통신을 행하는 액세스포인트로
서,

상기 액세스포인트에 대해서 무선으로의 원격 조작이 가능한 장치로부터의 무선에 의한 지시를 접수하고, 상기 단말과의
사이의 무선통신 범위를 통상의 통신 범위보다도 좁히는 통신 범위 한정 수단과,

그 통신 범위 한정 수단에 의해 무선통신 범위가 좁혀졌을 때, 그 통신 범위 내에 존재하는 단말과의 사이에서, 상기 암호
키의 내용을 나타내는 암호키 데이터를 무선으로 통신하는 것에 의해 상기 암호키를 설정하는 암호키 설정 수단을

구비한 액세스포인트.

청구항 10.

무선 LAN용의 중계기인 액세스포인트와 무선 LAN 접속용 디바이스를 구비한 단말과의 사이에서의 전파를 이용한 무선
통신에 의한 무선통신 데이터의 통신에 앞서서, 암호화할 때에 이용되는 암호키를 상기 단말에 설정하는 방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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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액세스포인트에 대해서 무선으로의 원격 조작이 가능한 장치로부터의 무선에 의한 등록 처리 개시의 지시를 접수하
고,

그 등록 처리 개시의 지시를 접수했을 때, 상기 액세스포인트와 상기 단말과의 사이의 무선통신 범위를 통상의 통신 범위
보다도 좁히며,

그 무선통신 범위가 좁혀졌을 때, 그 통신 범위 내에 존재하는 단말과 그 액세스포인트와의 사이에서, 상기 암호키의 내용
을 나타내는 암호키 데이터를 무선으로 통신하는 것에 의해 상기 암호키를 설정하는

암호키 설정 방법.

청구항 11.

무선 LAN 접속용 디바이스를 구비한 단말이 무선 LAN용의 중계기인 액세스포인트에 전파를 이용한 무선통신에 의해 네
트워크 상의 소정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때에 요구되는 인증 코드를, 상기 단말 및 상기 액세스포인트 중 적어도 한 쪽에 설
정하는 인증 코드 설정 시스템으로서,

상기 액세스포인트에 대해서 무선으로의 원격 조작이 가능한 장치로서, 조작부를 조작하는 것에 의해, 상기 액세스포인트
에 대해서 상기 인증 코드의 설정 개시를 지시하는 지시 수단과,

그 지시 수단에 의한 지시에 의거하여, 상기 액세스포인트와 상기 단말과의 사이의 무선통신 범위를 통상의 통신 범위보다
도 좁히는 범위 한정 수단과,

그 통신 범위 한정 수단에 의해 무선통신 범위가 좁혀졌을 때, 그 통신 범위 내에 존재하는 단말과 그 액세스포인트와의 사
이에서, 상기 인증 코드의 내용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무선으로 통신하는 것에 의해 상기 인증 코드를 설정하는 설정 수단
을

구비한 인증 코드 설정 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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