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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연동 정보를전달하고 통지하는 방법 및 시스템

(57) 요약

본 발명에서는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WLAN의 연동시스템에서 두 네트워크로의 무선 인터페이스를 모두 갖추고 있는 연동

단말에게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브로드캐스팅을 통해 연동 WLAN의 관련 정보를 전송하여 연동 단말이 접속 가능한 연동

WLAN을 효율적으로 찾아내도록 한다. 연동 단말은 이동통신 네트워크로부터 연동 WLAN의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브로

드캐스팅 메시지를 수신하고 WLAN으로의 접속을 위한 모듈을 온시켜 전원절약 모드로 인근 WLAN을 주기적으로 스캔

하고, 연동 WLAN의 관련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브로드캐스팅 메시지를 수신하면 WLAN 모듈을 오프시킨다. 이러한 본

발명은 사용자에게 접속 가능한 WLAN을 알려줌으로써 WLAN에 신속하고 용이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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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6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연동 시스템에서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에 대한 연동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브로드캐스팅 메시지에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에 대한 연동 정보를 포함시켜 상기 이동통신 네트워크

와 상기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모두에 접속이 가능한 연동 단말에게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연동 단말이 프로브를 전송하고 응답으로서 비콘 신호를 수신하거나 혹은 비콘 신호를 수신함으로써, 인근에 접속 가

능한 상기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연동 단말로부터의 요구가 있을 시 상기 연동 단말과 상기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간의 연결을 설정하는 과정을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동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하는 과정은,

UMTS 이동통신 기지국의 시스템 정보 블록(SIB)에 상기 연동 단말이 위치하는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셀 내에 포함되는 무

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서비스지역에 대한 연동 정보를 포함시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동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하는 과정은,

UMTS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셀 브로드캐스팅 센터의 셀 브로드캐스팅 서비스(CBS) 메시지에 상기 연동 단말이

위치하는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셀 내에 포함되는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서비스지역에 대한 연동 정보를 포함시켜 전송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동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연동 정보는,

상기 셀 내에 포함되는 상기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종류와 식별자와 무선 주파수 채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연동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연동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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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셀 내에 포함되는 상기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단일 비트의 지시 정보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연동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지시 정보를 전송한 이후 상기 연동 단말로부터 상기 셀 내에 포함되는 상기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의 관련 정보에 대한 요청 메시지가 수신되면, 상기 셀 내에 위치하는 상기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적어도 하나

의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응답 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연동 단말로 전송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동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관련 정보는,

상기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SSID(Service Set ID)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액세스 포인트의 주파수 정보 및 무선 규격 정

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동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기 이전에, 상기 연동 단말의 식별자와 상기 연동 단말이 가입한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사업자의 정보를 포함하는 사용자 인증요구 메시지를 상기 이동통신 네트워크 및 상기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코어 네트워크로 전송하고, 상기 코어 네트워크로부터 상기 연동 단말의 사용자 인증 결과를 포함하는 사용자 인

증확인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동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

청구항 9.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연동 시스템에서 상기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모두에

접속이 가능한 연동 단말이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에 대한 연동 정보를 수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동통신 네트워크로부터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에 대한 연동 정보를 포함하는 브로드캐스팅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브로드캐스팅 메시지의 수신에 응답하여 인근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를 스캔하는 과정과,

상기 연동 단말이 프로브를 전송하고 응답으로서 비콘 신호를 수신하거나 혹은 비콘 신호를 수신함으로써, 인근에 접속 가

능한 상기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스캔 결과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를 검출하면 접속 가능한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가 존재함을 사용자에게 통지하는 과

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동 정보를 수신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하는 과정은,

상기 연동 단말이 위치하는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셀 내에 포함되는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서비스지역에 대한 연동 정보

를 포함하는, UMTS 이동통신 기지국의 시스템 정보 블록(SIB)을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동 정보를 수신하는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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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하는 과정은,

상기 연동 단말이 위치하는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셀 내에 포함되는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서비스지역에 대한 연동 정보

를 포함하는, UMTS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셀 브로드캐스팅 센터의 셀 브로드캐스팅 서비스(CBS) 메시지를 수

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동 정보를 수신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연동 정보는,

상기 셀 내에 포함되는 상기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종류와 식별자와 무선 주파수 채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연동 정보를 수신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연동 정보는,

상기 셀 내에 포함되는 상기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단일 비트의 지시 정보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연동 정보를 수신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지시 정보를 수신한 이후 상기 셀 내에 포함되는 상기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관련 정보에 대한

요청 메시지를 상기 이동통신 네트워크로 전송하고, 상기 셀 내에 위치하는 상기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적어도

하나의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동

정보를 수신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관련 정보는,

상기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SSID(Service Set ID)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액세스 포인트의 주파수 정보 및 무선 규격 정

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동 정보를 수신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요청 메시지는 상기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무선 접속을 설정한 이후에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연동 정보를 수신하는 방법.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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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요청 메시지는 상기 이동통신 네트워크와의 무선 접속을 요청하기 위해 전송되는 접속요구 메시

지에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동 정보를 수신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스캔하는 과정은,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와의 접속을 위한 모듈을 온시켜 인근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로부터 발송되는 비콘 신호를 스캔하고,

상기 스캔 결과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가 검출되지 않으면 상기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모듈을 비활성화시킨 후 주기적으로

상기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모듈을 활성화시켜 인근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스캔을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동 정

보를 수신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통지하는 과정은,

벨이나 진동 또는 아이콘 표시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동 정보를 수신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 네트워크로부터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에 대한 연동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브로드캐스팅

메시지를 수신하고,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와의 접속을 위한 모듈을 오프시키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동

정보를 수신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 9 항에 있어서, 유휴 상태에서 또는 트래픽 상태에서 상기 검출된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로의 접속 요구가 있으면 상기

검출된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와 접속을 설정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동 정보를 수신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 9 항에 있어서, 트래픽 상태에서 자동 핸드오버가 설정되어 있으면, 상기 이동통신 네트워크로부터 상기 검출된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로 자동으로 핸드오버를 실행하여 상기 검출된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와 접속을 설정하는 과정을 더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동 정보를 수신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 21 항 또는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와의 접속이 종료되면,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와의 접속을 위

한 모듈을 비활성화시킨 후 주기적으로 상기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모듈을 활성화시켜 인근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스캔

을 실시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동 정보를 수신하는 방법.

청구항 24.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연동 시스템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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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셀 내에 포함되는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서비스지역에 대한 연동 정보를 포함하는 브로드캐스팅 메시지를 방송하

는 이동통신 기지국과,

상기 이동통신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상기 브로드캐스팅 메시지에 응답하여 인근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를 스캔하고, 상

기 스캔 결과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를 검출하면 접속 가능한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가 존재함을 사용자에게 통지하는 연동

단말을 포함하며,

여기서 상기 연동 단말은,

프로브를 전송하고 응답으로서 비콘 신호를 수신하거나 혹은 비콘 신호를 수신함으로써, 인근에 접속 가능한 상기 무선 근

거리 네트워크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동 시스템.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 기지국은,

상기 연동 단말이 위치하는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셀 내에 포함되는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서비스지역에 대한 연동 정보

를 포함하는 시스템 정보 블록(SIB)을 전송하는 UMTS 이동통신 기지국(UTRAN)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동 시스템.

청구항 26.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 기지국은,

상기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셀 브로드캐스팅 센터로부터 상기 연동 단말이 위치하는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셀 내

에 포함되는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서비스지역에 대한 연동 정보를 포함하는 셀 브로드캐스팅 서비스(CBS) 메시지를 수

신하여 무선 채널을 통해 방송하는 UMTS 이동통신 기지국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동 시스템.

청구항 27.

제 25 항 또는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연동 정보는,

상기 셀 내에 포함되는 상기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종류와 식별자와 무선 주파수 채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연동 시스템.

청구항 28.

제 25 항 또는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연동 정보는,

상기 셀 내에 포함되는 상기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단일 비트의 지시 정보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연동 시스템.

청구항 29.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연동 단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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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와의 접속을 위한 모듈을 온시켜 인근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로부터 발송되는 비콘 신호를 스캔하고,

상기 스캔 결과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가 검출되지 않으면 상기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모듈을 비활성화시킨 후 주기적으로

상기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모듈을 활성화시켜 인근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스캔을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동 시

스템.

청구항 30.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연동 단말은,

상기 접속 가능한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가 존재함을 사용자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벨이나 진동 또는 아이콘 표시를 사용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동 시스템.

청구항 31.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연동 단말은,

상기 이동통신 네트워크로부터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에 대한 연동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브로드캐스팅 메시지를 수신하

고,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와의 접속을 위한 모듈을 오프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동 시스템.

청구항 32.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연동 단말은,

유휴 상태에서 또는 트래픽 상태에서 상기 검출된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로의 접속 요구가 있으면 상기 검출된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와 접속을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동 시스템.

청구항 33.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연동 단말은,

트래픽 상태에서 자동 핸드오버가 설정되어 있으면, 상기 이동통신 네트워크로부터 상기 검출된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로

자동으로 핸드오버를 실행하여 상기 검출된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와 접속을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동 시스템.

청구항 34.

제 32 항 또는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연동 단말은,

상기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와의 접속이 종료되면,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와의 접속을 위한 모듈을 비활성화시킨 후 주기적

으로 상기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모듈을 활성화시켜 인근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스캔을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

동 시스템.

청구항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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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각 셀들과 상기 셀들에 포함되는 상기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액세스 포인

트들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상기 연동 단말로부터의 요청이 있을 시, 상기 셀 내에 위치하는 상기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의 적어도 하나의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응답 메시지를 상기 연동 단말로 전송하는 코어 네트워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동 시스템.

청구항 36.

제 35 항에 있어서, 상기 관련 정보는,

상기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SSID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액세스 포인트의 주파수 정보 및 무선 규격 정보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연동 시스템.

청구항 3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관련 정보는, 상기 코어 네트워크의 요청에 따라 상기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생성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동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

청구항 3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관련 정보는, 상기 코어 네트워크에서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동 정보

를 전송하는 방법.

청구항 39.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관련 정보는, 상기 코어 네트워크의 요청에 따라 상기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생성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동 정보를 수신하는 방법.

청구항 40.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관련 정보는, 상기 코어 네트워크에서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동 정

보를 수신하는 방법.

청구항 41.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 기지국은,

상기 연동 단말로부터의 요청이 있을 시, 상기 셀 내에 위치하는 상기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적어도 하나의 액세스 포인

트에 대한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응답 메시지를 상기 연동 단말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동 시스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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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Wireless Local Area Network: WLAN)의 연동(Interworking)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연동 정보를 전달하고 통지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대한

것이다.

최근 몇 년간 휴대용 컴퓨터와 이동 전화기를 포함하는 휴대 전자기기 시장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트라넷(Intranet)이나 인

터넷 및 WWW(World Wide Web)와 같은 유선 네트워크에 무선으로 액세스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무

선 근거리 네트워크(WLAN)는 저렴하고 고속으로 유선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한 효율적인 기술로 알려져 있다.

한편,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2000, WCDMA/UMTS(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 GPRS(General Packet Radio System) 및 CDMA2000 1xEV-DV

(Evolution Data and Voice)와 같은 제3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은, 무선 채널을 통한 고속의 데이터 전송을 실현시켜 연동

단말(Mobile Station 또는 User Equipment)이 셀룰러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과 같은 패킷 통신 네트워크에 접

속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첨단의 무선 액세스 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높은 비용이 소요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모두를 액세스 가능한 연동(dual) 단말에 의하여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를 연동시키

기 위한 연구, 개발, 표준 활동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연동의 주요 목적은 값싸고 대용량인 무선 근거리 네

트워크를 이용하여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동통신 네트워크와는 다르게 IEEE 802.11 계열(family)의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에서는 접속 가능한 네트워크, 즉 액세

스 포인트를 추적할 수 있는 별도의 페이징 채널(paging channel)을 사용하지 않는다. IEEE 802.11 계열의 연동 단말이

접속 가능한 액세스 포인트를 찾아내는 동작을 스캔(scan)이라고 한다.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스캔을 위한 방법은 액티

브 스캔(active scan)과 패시브 스캔(passive scan)의 두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액티브 스캔 방법으로서, 단말은 근처의 액세스 포인트를 조사(probe)하기 위한 프로브 신호를 송출하고, 프로

브 신호를 수신한 액세스 포인트가 단말에게 접속에 필요한 여러 파라미터들을 포함하고 있는 응답(response) 신호로 응

답함으로써, 단말이 접속가능한 액세스 포인트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된다. 액티브 스캔을 사용하면 단말이 접속 가능한 액

세스 포인트들을 좀더 빠르게 찾아 낼 수 있지만, 단말의 전력 소모가 많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 방법인 패시브 스캔 방법에 따르면, 액세스 포인트들은 수백ms마다 한번씩 비콘(beacon) 신호를 주위에 전송하

며 단말은 비콘 신호를 수신함으로써 접속 가능한 액세스 포인트들의 존재를 알게 된다. 비콘 신호에는 단말이 무선 근거

리 네트워크에 접속을 시도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수신한 단말이 해당 액세스 포인트

에 접속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한다. 패시브 스캔의 경우 액티브 스캔보다 전력 소비는 덜하나, 상기 단말이 액세스 포인트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IEEE 802.11 계열의 표준에 따른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경우 단말이 접속 가능한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특히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연동이 가능한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를 찾는데 어려움이 크다. 즉,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액세스 포인트들이

각각 다른 주파수 대역(frequency)에서 동작하는 경우, 모든 액세스 포인트들을 스캔하기 위해서는 단말이 여러 주파수

채널들로 프로브 신호들을 보내거나(액티브 스캔의 경우), 여러 주파수 채널들의 비콘 신호들을 수신하기 위해 여러 주파

수 채널들을 검색해야 한다.(패시브 스캔의 경우) 이는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증가됨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방법은, 연동 단말의 사용자에게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액세스 포인트

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를 텔레비전 광고 등을 통해 미리 알리거나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가 가능한 지역에 표지판을 설치하

여, 사용자가 수동으로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스캔을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무선 근거리 네트

워크 사용 가능지역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없었으며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이 동작되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안된 본 발명의 목적은,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연동시스템에 있어서 연동 단말이 연동이 가능한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

게 하는 방법 및 이를 위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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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연동 단말이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를 찾아내었을 때 사용자에게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를 접

속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사용자가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및 이를 위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셀 브로드캐스팅을 통해 해당 셀 내에 있는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연동 단말에 전달하는 방법 및 이를 위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연동 단말의 요구에 따라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연동 단말에게 제공되는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액세스 포인트들의 위치 정보와 규격 정보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개체를 이동통신 기지국 또는 코어 네트워크에 설치하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창안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무선 근거리 네트

워크의 연동 시스템에서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에 대한 연동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브로드캐스팅 메시지에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에 대한 연동 정보를 포함시켜 상기 이동통신 네트워크

와 상기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모두에 접속이 가능한 연동 단말에게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연동 단말로부터의 요구가 있을 시 상기 연동 단말과 상기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간의 연결을 설정하는 과정을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다른 실시예는,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연동 시스템에서 상기 이동통신 네트워

크와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모두에 접속이 가능한 연동 단말이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에 대한 연동 정보를 수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동통신 네트워크로부터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에 대한 연동 정보를 포함하는 브로드캐스팅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브로드캐스팅 메시지의 수신에 응답하여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로의 접속을 위한 모듈을 온시켜 전원절약 모드로 인

근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를 주기적으로 스캔하는 과정과,

상기 스캔 결과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를 검출하면 접속 가능한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가 존재함을 사용자에게 통지하는 과

정과,

상기 검출된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와 접속을 설정하는 과정과,

상기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와의 접속이 종료되면,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와의 접속을 위한 모듈을 비활성화시킨 후 주기적

으로 상기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모듈을 활성화시켜 인근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스캔을 실시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은,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연동 시스템에 있어서,

해당 셀 내에 포함되는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서비스지역에 대한 연동 정보를 포함하는 브로드캐스팅 메시지를 방송하

는 이동통신 기지국과,

상기 이동통신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상기 브로드캐스팅 메시지에 응답하여 인근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를 스캔하고, 상

기 스캔 결과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를 검출하면 접속 가능한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가 존재함을 사용자에게 통지하는 연동

단말을 포함하며,

상기 연동 단말은, 상기 검출된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와 접속을 설정하고, 상기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와의 접속이 종료되

면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와의 접속을 위한 모듈을 비활성화시킨 후 주기적으로 상기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모듈을 활성화

시켜 인근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스캔을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등록특허 10-0735242

- 10 -



발명의 구성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동작 원리를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

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된 용어들로서 이

는 사용자, 운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정의는 본 명세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후술되는 본 발명은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연동 정보를 연동 단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

적으로 하기에서는 UMTS를 기반으로 하는 셀룰러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IEEE 802.11 계열의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에 대

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의 주된 요지가 이러한 IEEE 802.11 계열의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기술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연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조의 일 예

를 도시한 것이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연동 단말(10)은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셀룰러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Radio Access Network:

RAN)(30)와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WLAN)(40) 모두에 접속이 가능하며, 자체적으로 또는 개인용 컴퓨터(20)에 접속되어

사용자에게 이동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30)와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40)는 코어 네트워크

(Core Network: CN)(50)를 통해 인터넷이나 공중교환 전화 네트워크(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PSTN) 등

의 외부 네트워크(60)에 연결된다. 도시하지 않을 것이지만, 상기 코어 네트워크(50)는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30) 및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40)에 접속하는 사용자 단말들의 서비스 지원을 위해, 인증 및 과금 등을 담당하는 AAA

(Authentification, Authorization and Accounting) 서버, 사용자 프로파일을 관리하는 홈 위치등록기(Home Location

Register: HLR), 게이트웨이 노드 등의 네트워크 개체들을 포함한다.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40)는 예를 들어 사업자용 인트라넷을 형성할 수 있으며, 도시하지 않을 것이지만 적어도 하나의 무

선 액세스 포인트(AP)와, 이더넷과 같은 전형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접속되는 하나 이상의 고정 단말들(개인 컴퓨터

등)로 구성될 수 있다. 액세스 포인트는 연동 단말(10)과 무선 주파수 대역폭을 통해 무선 접속을 설정한다는 점을 제외하

면, 고정 단말을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40)에 인터페이스하는데 사용되는 전형적인 네트워크 어댑터 카드와 유사하다.

셀룰러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30)는 통상 음성과 데이터 통신이 모두 가능하며,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또는 TDMA(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또는 FDMA(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등을 사용한 무선 인

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도시하지 않을 것이지만 연동 단말(10)과 무선 신호들을 송수신하는 지원하는 기지국(Base

Station: BS)을 포함한다. 상기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30)는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2000, WCDMA/

UMTS(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 GPRS(General

Packet Radio System) 및 CDMA2000 1xEV-DV(Evolution Data and Voice)와 같은 제3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이 될 수

있다. 특히 UMTS 통신 시스템의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는 UTRAN이라 칭해진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에 교대로 접속이 가능한 연동 단말의 구조

를 나타낸 것이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연동 단말(10a)은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주파수 대역과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주파수 대역을 모두

처리 가능한 RF(Radio Frequency) 모듈(12a)과,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WLAN 모듈(14a)과, 이

동통신 네트워크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셀룰러 모뎀(14b)과, 네트워크 계층의 프로토콜 변환을 담당하는 네트워크 프

로토콜 처리부(Network Protocol unit)(16)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한 응용 처리부(Application unit)(18)로 구성된다.

상기 도 2에서 RF 모듈(12a)은 동작 모드에 따라 두 네트워크들의 주파수 대역들 중 어느 한 주파수 대역의 RF 신호를 수

신하고, 수신된 RF 신호를 WLAN 모듈(14a) 또는 셀룰러 모뎀(14b)으로 전달한다. 이러한 구조는 RF 부분이 비교적 단순

하지만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로의 동시 접속이 불가능하다.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에 동시에 접속이 가능한 연동 단말의 구

조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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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3을 참조하면, 연동 단말(10b)은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주파수 대역을 처리 가능한 RF 모듈(12b)과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주파수 대역을 처리 가능한 RF 모듈(12c)과,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WLAN 모듈

(14a)과,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셀룰러 모뎀(14b)과, 네트워크 계층의 프로토콜 변환을 담당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 처리부(16)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한 응용 처리부(18)로 구성된다.

상기 도 3에서 RF 모듈(12b)은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주파수 대역의 RF 신호를 수신하여 WLAN 모듈(14a)로 전달하

며, RF 모듈(12c)은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주파수 대역의 RF 신호를 수신하여 셀룰러 모뎀(14a)으로 전달한다. 따라서 도

3의 연동 단말은 이동통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동통신 네트워크는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반면,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은

넓지 않다. IEEE 802.11 a/b/g를 사용하는 단말은 액세스 포인트(AP)를 통해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에 접속하는데, 통상

하나의 액세스 포인트가 커버하는 범위는 반경 50m 내외이다. 이에 비해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한 셀이 커버하는 범위는

수 Km에서 수십 Km로 매우 넓은 범위가 된다.

도 4는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서비스 지역의 지리적 분포를 나타낸 예로서, 도시한 바와 같이 이동

통신 네트워크의 한 셀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한 서비스지역(spot)을 포함하게 될 수 있다. 구체

적으로 셀 2는 어떤 WLAN 지역도 포함하지 않지만, 셀 1은 WLAN 지역 A와 WLAN 지역 B를 포함하고 셀 3은 WLAN 지

역 C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서비스영역은 매우 좁기 때문에, 인근에 WLAN 지역이 존재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단말

이 접속 가능한 액세스 포인트를 찾는 데에는 긴 시간과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인터

페이스를 계속 활성화시켜놓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반면에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는 연동 단말이 유휴(idle)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로부터의 브로드캐스팅 정보를

수신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브로드캐스팅 정보를 이용하

여, 연동 단말이 속해 있는 셀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연동 단말에 전달한다.

연동 단말은 이동통신 네트워크로부터 수신한 정보를,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를 스캔하는데 이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연

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를 찾을 수 있다. 접속 가능한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를 찾은 무선 단말은 진동, 벨, 아이콘 표

시 등을 이용해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주어 사용자가 고속, 저가격의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를 통한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

이하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몇 가지 실시예를 UMTS와 IEEE802.11의 예를 들어 아래에 기

술한다.

첫 번째 실시예에서는 UMTS 통신 시스템의 시스템 정보 블록(System Information Block: SIB)을 사용하는 것이다.

유럽식 이동통신 시스템인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을 기반으로 하고 CDMA를 사용하는 제3

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인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시스템에서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셀의 구성 등 공통 정보를 전송하기 위하여 제 1 공통 제어 물리 채널(P-CCPCH: Primary-Common Control

Physical Channel)과 제 2 공통 제어 물리 채널(S-CCPCH: Secondary-Common Control Physical Channel)을 사용한

다. P-CCPCH는 셀 선택에 의해 새로운 셀에 진입한 단말기에게 해당 셀에 관련된 시스템 정보를 SIB(System

Information Block)라는 형태로 전송한다. 즉 전용채널(Dedicated Channel: DCH)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말기는 특정 셀

로부터 임의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P-CCPCH를 통해 브로드캐스팅되는 SIB들을 수신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저장한

다.

P-CCPCH는 80㎳ 단위로 1개의 마스터 정보 블록(Master Information Block: MIB)와 두 개의 시스템 정보 블록

(System Information Block: SIB)을 반복 전송한다. MIB는 시스템의 스케줄링 정보, 즉 각 SIB들에 대한 스케쥴링 정보

등과 시스템 정보들의 변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등을 포함하며, 매 80msec 마다 반복 전송된다. SIB는 시스템 액

세스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고 있는 총 18가지 종류의 SIB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SIB 1은 각종 타이머(timer)와 카운터(counter) 값 등과 코어 네트워크에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고, SIB 2는 셀

이 속한 URA(UTRAN Registration Area)의 식별자를 담고 있고, SIB 3와 SIB 4는 셀 선택(Cell Selection)과 재-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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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lection)에 필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고, SIB 5와 SIB6은 해당 셀에 구성되어 있는 랜덤 액세스 채널(Random

Access Channel: RACH)과 순방향 액세스 채널(Forward Access Channel: FACH)과 페이징 채널(Paging Channel:

PCH) 등과 같은 공통 채널들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SIB 11과 SIB 12는 UTRAN의 인접 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첫 번째 실시예에서는, 상기 SIB 11 또는 SIB 12에 해당 셀 내에 포함되는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에 대한 관련 정보를

포함시킨다.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는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종류(즉, IEEE 802.11a, 11b, 11g 등). 사

용하고 있는 주파수 채널, 그리고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비콘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식별자(SSID

등) 등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서는 SIB 11 또는 SIB 12의 구조 변경이 요구된다. 여기서 상기 SSID(Service Set

Identifier)란 지역별 네트워크를 식별하기 위한 문자열이다.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연동에 있어서,

연동 가능한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에 대해 특정한 SSID를 부여한다면, 단말은 상기 SSID에 의해 연동 가능한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를 구분한다.

두 번째 실시예에서는 SIB 11 또는 SIB 12를 사용하는 대신, 사용되고 있지 않은 새로운 SIB에 해당 셀 내에 포함되는 연

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에 대한 관련 정보를 포함시킨다. 새로운 SIB는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내에서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에 접속 가능한 연동 단말로만 수신되기 때문에,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에만 접속 가능한 기존(legacy) 단말이 연

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수신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세 번째 실시예에서는 UMTS 시스템에서 특정 셀 내에 있는 모든 단말들에게 데이터를 브로드캐스팅하는데 사용되는 셀

브로드캐스팅 서비스(Cell Broadcasting Service: CBS)를 이용하는 것이다. 셀 브로드캐스팅 서비스로 보내지는 메시지

는 UTRAN 내의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adio Network Controller: RNC)에 IuBC라고 불리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된

셀 브로드캐스팅 센터(Cell Broadcasting Center: CBC)에 의해 생성된다. 즉 셀 브로드캐스팅 센터는 특정 셀 내에 포함

되는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에 대한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브로드캐스팅 메시지를 생성하여, 해당 셀의 기지국을 통해

주기적으로 발송한다. 이러한 세 번째 실시예는 UTRAN의 변경 없이 구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셀 브로드캐스팅 센터는 IuBC라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에 브로드캐스팅 메시지를 보낸다.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는 로지컬 채널, 트랜스포트 채널, 물리 채널에 각각 해당하는 CTCH(Common Traffic Channel), FACH,

S-CPCCH(Secondary Common Control Channel)를 이용하여 특정 셀에 존재하는 모든 단말에게 브로드캐스팅 메시지

를 전송한다.

도 5는 셀 방송 서비스를 위한 공통 트래픽 채널(CTCH)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상기 도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의 스케줄링 주기(scheduling period)(70)는, 스케줄링 메시지(schedule message)

(62)에 의해서 공지된 CBS 스케줄링 주기의 길이만큼의 N개의 CTCH BS(Block Set)(64,66,68)들로 구성된다. 스케줄링

주기의 시작점은 스케줄링 메시지(62)로부터 CTCH BS의 시작 옵셋(Offset to Begin CTCH BS)(72)만큼 이격된다. 각

CTCH BS들(64,66,68)은 대응하는 메시지 설명들(message descriptions)을 포함한다. 하나의 CTCH BS는 하나의 메시

지 설명에 대응하며, 메시지 설명은 대응되는 CTCH BS에 대한 메시지 설명 유형(Message Description Type) 정보를 포

함한다. 상기 메시지 설명 유형 정보는 해당 CTCH BS의 성격을 규정하는 미리 결정된 값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

에서는 상기 메시지 설명 유형 정보 중 하나의 값, 예를 들어 '9'를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정보와 대응시킨다.

연동 단말들은 상기 스케쥴링 메시지(62)를 수신하면, 상기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시작 옵셋 정보(72)와 스케줄링 주기

정보(70)를 이용해서, CTCH BS들(64 내지 68)의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을 인지한다. 또한 단말들은, 상기 메시지에 포함

되어 있는 메시지 설명들의 메시지 설명 유형 정보를 판독해서, 상기 정보의 값이 '9'인 CTCH BS의 위치를 확인하고 해당

CTCH BS 만 선별적으로 수신한다.

네 번째 실시예에서는 SIB나 브로드캐스팅 정보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1비트의 지시 정보만을 이용하여 연동 단말에게 해

당 셀 내에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가 있는지의 여부만을 통지한다. 이 경우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규격 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가 없는 셀에서 연동 단말의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회로를 오프할 수 있

다. 그러나 연동 단말이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접속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시간과 전력을 소모

하여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를 탐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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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네 번째 실시예와 관련된 다섯 번째의 실시예에서는, 1비트의 지시 정보를 수신한 연동 단말이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기지국에게 상기 연동 단말이 위치한 셀에 존재하고 있는 액세스 포인트의 상세한 정보를 직접 요구한다. 이러한 다섯 번

째의 실시예는, 브로드캐스팅하여야 할 정보의 양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동 단말에서 효율적으로 액세스 포인트

를 선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상기 네 번째 실시예와 관련된 여섯 번째의 실시예에서는, 1비트의 지시 정보를 수신한 연동 단말이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코어 네트워크로 상기 연동 단말이 위치한 셀에 존재하고 있는 액세스 포인트의 정보를 직접 요구한다. 상기

여섯 번째 실시예는 상기 다섯 번째 실시예의 장점을 가질 뿐 아니라, 상기 연동단말에 대한 가입확인 및 인증 작업을 동시

에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하 UMTS/IEEE802.11 연동의 예를 들어 연동 단말의 동작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연동단말이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미리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선 근거

리 네트워크 서비스 영역으로 이동하였을 때의 연동단말과 이동통신 네트워크 그리고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동작의 예

를 상세히 도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는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기지국, 즉 UTRAN과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액

세스 포인트의 동작을 나타내었다.

상기 도 6을 참조하면, 연동 단말의 전원이 처음 온 되었을 때 또는 통화가 종료되었을 때 과정 102에서 연동 단말은 유휴

상태(Idle State)로 진입한다. 상기 과정 102에서는 연동 단말의 UMTS 모듈에만 전원이 공급되고 WLAN 모듈에는 전원

이 공급되지 않는다. 여기서 UMTS 모듈이라 함은 도 2에 도시한 단말 구조의 경우 셀룰러 모뎀(14b)이 되고 도 3에 도시

한 단말 구조의 경우 RF 모듈 2(12c)와 셀룰러 모뎀(14b)이 된다. 또한 WLAN 모듈이라 함은 도 2에 도시한 단말 구조의

경우 WLAN 모듈(14a)이 되고 도 3에 도시한 단말 구조의 경우 RF 모듈 1(12b)과 WLAN 모듈(14a)이 된다.

연동단말이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서비스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이동통신 기지국 UTRAN 1의 영역, 예를 들어 도

4의 셀 1 또는 셀 3으로 핸드오버한 경우, 과정 104에서 연동단말은 기지국으로부터 SIB 메시지 또는 CBS 메시지를 수신

하고, 상기 메시지에 포함된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자신이 위치하고 있는 셀 내에 연동 무선 근

거리 네트워크가 존재함을 인지하게 된다.

이때 상기 메시지를 통해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관련 정보를 획득한 경우, 연동단말은 상기 관련 정보 중 규격 종류

(802.11a, 802.11b, 802.11g 등)와 SSID를 참조하여 상기 인지된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에 연동 가능한지를 판단한

다. 만일 연동 가능하면, 예를 들어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에서 사용하고 있는 규격의 종류가 연동단말이 지원 가능한

규격과 일치하는 경우, 과정 106에서 연동 단말은 WLAN 모듈에 전원을 공급하고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를 스캔한다.

액티브 스캔이 사용되는 경우, 연동 단말은 프로브 신호를 전송하고 그에 응답하는 비콘 신호의 수신을 대기한다. 반면 패

시브 스캔이 사용되는 경우 연동 단말은 비콘 신호의 수신을 대기한다. 바람직한 경우 연동 단말이 SIB 또는 CBS 메시지

를 통해 인근에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가 존재함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패시브 스캔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

다.

상기 과정 106에서 연동단말은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를 찾기 위해 주기적으로 스캔을 실시한다. 이때 SIB 또는 CBS

메시지를 통해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관련 정보를 획득한 경우, 연동단말은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연동 무선 근거

리 네트워크를 보다 신속하게 스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연동단말은 상기 관련 정보에 의해 지시된 주파수 채널들에 대

해 특정 규격의 비콘 신호들만을 검색할 수 있다.또한 연동 단말은 상기 관련 정보에 의해 지시된 SSID로 설정되어 있는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를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로 인지한다.

상기 과정 106에서 연동단말이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에 동시 접속이 가능한 구조(도 3)를 가지는 경

우, 연동단말은 이동통신 네트워크로의 접속을 유지하면서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를 스캔한다. 반면 연동단말이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에 동시 접속이 불가능한 구조(도 2)를 가지는 경우, 연동단말은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불

연속 수신모드(Discontinuos Receive mode: DRX)를 이용하여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를 스캔한다.

여기서 주기적인 스캔의 사이사이에 연동단말은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모듈을 오프시키지 않고 전원절약(power save) 모

드로 전환한다. 이는 다음 주기의 스캔을 위해 WLAN 모듈에 전원을 공급할 때 WLAN 모듈을 완전히 활성화시키는데 걸

리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함이다. 전원절약 모드는 통상의 슬립(Sleep) 모드와 동일하게 WLAN 모듈을 오프시키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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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성화시키지만, 수초에서 수십초 이상으로 보다 더 긴 슬립 주기를 가진다. 이는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를 이용한 접속

을 원하는 사용자의 이동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통상 WLAN 모듈은 수신시 300~400mA, 발신 시 400~500mA, 전원

절약 모드 시 3~4mA의 전원을 소모한다.

과정 108에서 연동단말은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가 검출되었는지를 판단한다. 연동 단말이 SIB 또는 CBS 메시지를

통해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에 대한 관련 정보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연동단말은 검출된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에 접속하여 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상기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에 접속이 가능한지를 판단한다. 만일 접속이 가능하지

않으면 상기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를 무시한다.

과정 110에서 연동단말은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를 검출하고 접속이 가능한 상기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존재

를 벨, 진동 또는 화면 표시창의 아이콘을 통해 사용자에게 알려 준다 이러한 표시 방법은 사용자에 의해 사전에 설정될 수

있다. 과정 112에서 연동 단말은 사용자가 특정 버튼을 누르거나 특정 메뉴를 선택함으로써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로의 접

속을 요구하는지를 판단한다. 만일 접속이 요구되면, 과정 114에서 연동 단말은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와 접속을 설정하고

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받는다.

과정 116에서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사용이 끝나고 접속이 끊기면 과정 118에서 연동 단말은 슬립 모드로 전환한다. 슬립

모드에서 연동 단말은 주기적으로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스캔을 실시하여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존재 여부를 지

속적으로 표시할 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과정 120에서 연동 단말이 유휴 상태에서 다른 이동통신 기지국 UTRAN 2로 이동하고, 상기 다른 이동통신 기지국으로부

터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관련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SIB 또는 CBS 메시지를 수신하면, 과정 122에서 연동 단말은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모듈의 전원을 오프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유휴 상태의 연동 단말이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상기 도 7을 참조하면, 과정 202에서 처음 전원 온 되었을 때 또는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통화가 종료되었을 때, 연동

단말은 유휴 상태로 진입하여 UMTS 모듈만 활성화시키고, WLAN 모듈에는 전원을 공급하지 않는다. 과정 204에서 연동

단말이 전원 온된 직후의 유휴 상태이거나 유휴 상태에서 새로운 셀로 이동한 경우, 연동단말은 과정 206에서 기지국으로

부터 SIB 또는 CBS 메시지를 수신하고, 과정 208에서 상기 메시지에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함으로써 자신이 위치하고 있는 셀 내에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한다.

셀 내에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가 존재하면, 과정 210에서 연동단말은 수신한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관련 정보로부

터 해당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에 연동 가능함을 확인하고, 과정 212에서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모듈에 전원을 공급하

여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를 스캔한다.

과정 214에서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를 찾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면, 과정 216에서 연동 단말은 일정 시간동안 무선 근

거리 네트워크 모듈을 슬립 모드, 즉 전원절약 모드로 전환시키고 소정 주기 이후에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스캔을 다시 시

도한다.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를 이용한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이동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동단말이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존재를 감지하고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를 스캔하는 주기, 즉 WLAN 모듈이 전원절약 모드에

있는 시간은 수초에서 수십초 이상으로 상당히 길게 될 수 있다.

상기 과정 214에서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를 검출한 경우, 과정 218에서 연동단말은 사용자가 미리 설정해 놓은 수단

(벨, 진동 또는 화면 표시창의 아이콘 등)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접속 가능한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가 주위에 있음을

알려준다. 과정 220에서 사용자가 특정 버튼을 누르거나 특정 메뉴를 선택하면, 과정 224에서 연동 단말은 무선 근거리 네

트워크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상기 과정 220에서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로의 접속 요구가 없으면 과정 222에

서 연동 단말은 WLAN 모듈을 슬립 모드로 유지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연동단말이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무선 근거리 네

트워크 서비스 영역으로 이동하였을 때의 연동단말과 이동통신 네트워크 그리고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동작의 예를 상

세히 도시한 것이다. 여기서 연동단말이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 함은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 서비

스를 이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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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8을 참조하면, 과정 302에서 연동 단말 이동통신 기지국 UTRAN 1과 트래픽 채널을 연결하고 패킷 데이터를 교

환하는 트래픽 상태(traffic State)에 있다. 상기 과정 302에서는 연동 단말의 UMTS 모듈에만 전원이 공급되고 WLAN 모

듈에는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다. 여기서 UMTS 모듈이라 함은 도 2에 도시한 단말 구조의 경우 셀룰러 모뎀(14b)이 되고

도 3에 도시한 단말 구조의 경우 RF 모듈 2(12c)와 셀룰러 모뎀(14b)이 된다. 또한 WLAN 모듈이라 함은 도 2에 도시한

단말 구조의 경우 WLAN 모듈(14a)이 되고 도 3에 도시한 단말 구조의 경우 RF 모듈 1(12b)과 WLAN 모듈(14a)이 된다.

연동단말이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서비스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이동통신 기지국 UTRAN 1의 영역, 예를 들어 도

4의 셀 1 또는 셀 3에 있는 경우, 과정 304에서 연동단말은 기지국으로부터 SIB 메시지 또는 CBS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

기 메시지에 포함된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자신이 위치하고 있는 셀 내에 연동 무선 근거리 네

트워크가 존재함을 인지하게 된다.

이때 상기 메시지를 통해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관련 정보를 획득한 경우, 연동단말은 상기 관련 정보 중 규격 종류

(802.11a, 802.11b, 802.11g 등)와 SSID를 참조하여 상기 인지된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에 연동 가능한지를 판단한

다. 만일 연동 가능하면, 예를 들어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에서 사용하고 있는 규격의 종류가 연동단말이 지원 가능한

규격과 일치하는 경우, 과정 306에서 연동 단말은 WLAN 모듈에 전원을 공급하고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를 스캔한다.

상기 과정 306에서 연동단말은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를 찾기 위해 주기적으로 스캔을 실시한다. 이때 SIB 또는 CBS

메시지를 통해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관련 정보를 획득한 경우, 연동단말은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연동 무선 근거

리 네트워크를 보다 신속하게 스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연동단말은 상기 관련 정보에 의해 지시된 주파수 채널들에 대

해 특정 규격의 비콘 신호들만을 검색할 수 있다.

상기 과정 306에서 연동단말이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에 동시 접속이 가능한 구조(도 3)를 가지는 경

우, 연동단말은 이동통신 네트워크와의 트래픽 상태를 유지하면서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를 스캔한다. 반면 연동단말이 이

동통신 네트워크와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에 동시 접속이 불가능한 구조(도 2)를 가지는 경우, 연동단말은 이동통신 네트워

크의 불연속 수신모드(Discontinuous Receive mode: DRX)를 이용하여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를 스캔한다.

여기서 주기적인 스캔의 사이사이에 연동단말은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모듈을 오프시키지 않고 전원절약(power save) 모

드로 전환한다. 이는 다음 주기의 스캔을 위해 WLAN 모듈에 전원을 공급할 때 WLAN 모듈을 완전히 활성화시키는데 걸

리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함이다. 전원절약 모드는 통상의 슬립(Sleep) 모드와 동일하게 WLAN 모듈을 오프시키지 않고

비활성화시키지만, 수초에서 수십초 이상으로 보다 더 긴 슬립 주기를 가진다.

과정 308에서 연동단말은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를 검출하였는지를 판단한다. 연동 단말이 SIB 또는 CBS 메시지를

통해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에 대한 관련 정보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연동단말은 검출된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에 접속하여 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상기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에 접속이 가능한지를 판단한다. 만일 접속이 가능하지

않으면 해당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를 무시한다.

과정 310에서 연동단말은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를 검출하고 접속이 가능한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존재를 벨,

진동 또는 화면 표시창의 아이콘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알려 준다 과정 312에서 연동 단말은 자동 핸드오버가 설정되어 있

거나 또는 사용자에 의해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로의 접속이 요구되었는지를 판단한다. 만일 그러하면, 과정 314에서 연동

단말은 이동통신 기지국 UTRAN 1로부터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로의 핸드오버를 수행하고 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다.

과정 316에서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사용이 끝나고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와의 접속이 끊기면 과정 318에서 연동 단말은

슬립 모드로 전환한다. 슬립 모드에서 연동 단말은 주기적으로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스캔을 실시하여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존재 여부를 지속적으로 표시할 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과정 320에서 연동 단말이 다른 이동통신 기지국 UTRAN 2로 핸드오버한다. 과정 322에서 상기 다른 이동통신 기지국으

로부터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관련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SIB 또는 CBS 메시지가 수신되면, 과정 324에서 연동 단

말은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모듈의 전원을 오프한다.

도 9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트래픽 상태의 연동 단말이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로 핸드오버하는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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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9를 참조하면, 과정 402에서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호를 연결하고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을 때 연동 단

말은 트래픽 상태에서 UMTS 모듈만 활성화시키고, WLAN 모듈에는 전원을 공급하지 않는다. 과정 404에서 연동단말이

트래픽 상태에서 새로운 셀로 이동한 경우, 연동단말은 과정 406에서 기지국으로부터 SIB 또는 CBS 메시지를 수신하고,

과정 408에서 상기 메시지에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함으로써 자신이 위치하고

있는 셀 내에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한다.

셀 내에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가 존재하면, 과정 410에서 연동단말은 수신한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관련 정보로부

터 해당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에 연동 가능함을 확인하고, 과정 412에서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모듈에 전원을 공급하

여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를 스캔한다.

과정 414에서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를 찾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면, 과정 416에서 연동 단말은 일정 시간동안 무선 근

거리 네트워크 모듈을 슬립 모드, 즉 전원절약 모드로 전환시키고 소정 주기 이후에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스캔을 다시 시

도한다.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를 이용한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이동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동단말이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존재를 감지하고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를 스캔하는 주기, 즉 WLAN 모듈이 전원절약 모드에

있는 시간은 수초에서 수십초 이상으로 상당히 길게 될 수 있다.

상기 과정 414에서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를 검출한 경우, 과정 418에서 연동단말은 사용자가 미리 설정해 놓은 수단

(벨, 진동 또는 화면 표시창의 아이콘 등)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접속 가능한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가 주위에 있음을

알려준다. 상기 과정 418에서 만일 사용자에 의한 자동 핸드오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연동단말은 상기 알림 동작을 취

하지 않으며 단지 자동 핸드오버가 수행됨을 알릴 수 있다.

과정 420에서 연동 단말은 자동 핸드오버가 미리 설정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고, 만일 설정되어 있으면 과정 426으로 진행

하여 사용자의 입력 없이 상기 검출된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로의 핸드오버를 자동으로 수행하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계

속적으로 이용하다. 자동 핸드오버가 미리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과정 422에서 연동 단말은 사용자로부터 무선 근거리 네

트워크로의 접속 요구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만일 접속 요구가 없으면 과정 424로 진행하여 연동단말은 WLAN 모듈을 슬

립 모드로 유지하고 이동통신 기지국을 통해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한다. 반면 사용자로부터의 접속 요구

가 있으면, 과정 426으로 진행하여 연동단말은 상기 검출된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로의 핸드오버를 수행하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한다.

도 10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브로드캐스팅 메시지에 포함되는 IEEE 802.11 무선 근

거리 네트워크에 대한 관련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는 특히 SIB 11 또는 SIB 12의 RAT(Radio Access

Technology)간 셀 정보 리스트에 추가되는 정보를 나타내었다.

도시한 바와 같이 SIB 11 또는 SIB12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필드인 RAT간 셀들(New Inter-RAT cells) 필드에는 무선

액세스 기술(CHOICE Radio Access Technology) 서브필드가 포함된다. 상기 무선 액세스 기술 서브필드는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종류를 나타내는 정보요소와, SSID를 나타내는 32바이트의 정보요소와, 14가지 무선 주파수 채널들을 나타내

는 1바이트의 정보요소로 구성된다.

도 1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다른 실시예에 따른 연동 단말로 연동 가능한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작을

도시한 것이다. 여기에 나타낸 동작은 앞서 언급한 본 발명의 다섯 번째 실시예에 연관된다.

상기 도 11을 참조하면, 과정 502에서 연동 단말은 유휴 상태 또는 통화 상태에서 UMTS 모듈에만 전원을 공급하고

WLAN 모듈에는 전원을 공급하고 있지 않다. 과정 504에서 연동 단말이 위치한 셀 내에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액세스

포인트가 존재함을 알리는 단일 비트의 지시 정보를 포함하는 SIB 메시지(또는 CBS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메시지에 포

함된 상기 지시 정보로부터 액세스 포인트가 존재함을 인식한다.

과정 506에서 연동 단말은 상기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정보, 즉 지원되는 규격의 종류 등을 획득하기 위해 RRC(Radio

Resource control) 접속 요구(connection request) 메시지를 기지국으로 전송한다. 상기 RRC 접속 요구 메시지는 연동

단말이 기지국과 통신하기 위해서 기지국에서 연동 단말의 존재와 무선 자원 사용권을 요구하는데 사용되는 메시지로서,

연동 단말의 고유한 식별자를 가지고 있다.

과정 508에서 기지국은 연동 단말이 RRC 연결을 요구한 이유 및 연동 단말이 위치하고 있는 셀의 무선 자원을 파악하여

RRC 연결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한 후, 만일 RRC 연결이 가능한 경우 연동 단말에게 RRC 접속 설정(connection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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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를 전송한다. 상기 RRC 접속 설정 메시지에는 연동 단말이 사용할 무선 자원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 있다. 과정 510

에서 연동 단말은 상기 RRC 접속 설정 메시지에 따라 RRC 접속을 설정한 후 성공적인 수행을 알리는 RRC 접속 설정 완료

(connection setup complete) 메시지를 기지국으로 전송하여, RRC 연결 설정을 완료한다.

상기와 같이 RRC 연결 설정이 완료된 후, 과정 512에서 연동 단말은 상기 RRC연결을 통해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정보 요

구(WLAN AP info request) 메시지를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하여, 자신의 셀 영역 내에 있는 액세스 포인트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요구한다. 상기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정보요구 메시지는 상기 연동 단말이 가입되어 있는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사업자의 식별자와 상기 연동 단말기가 지원할 수 있는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규격 등을 포함한다.

과정 514에서 기지국은 상기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정보요구 메시지에 응답하여 이동통신 코어 네트워크(CN)로 사용자

인증요구(User AAA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한다. 상기 사용자 인증요구 메시지는 상기 연동 단말의 식별자와 상기 연동

단말이 가입한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사업자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과정 516에서 상기 코어 네트워크는 상기 연동 단말에

대한 사용자 인증(User AAA) 작업을 수행한다. 상기 인증(AAA)이란 상기 연동 단말의 사용자를 확인하고 상기 연동 단

말의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사용 적법성 여부를 판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기 AAA 작업은 코어 네트워크 내의

HLR 혹은 WLAN과의 연동을 위해 설치된 별도의 개체에 의해 수행된다.

상기 연동 단말의 사용자 인증에 성공하면, 과정 518에서 코어 네트워크는 기지국으로 사용자 인증 확인(User AAA

confirm) 메시지를 전송하고, 과정 520에서 기지국은 상기 연동 단말이 이용할 수 있는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액세스 포

인트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상기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관련 정보(WLAN AP info.)를 생성

한다. 상기 관련 정보는 상기 연동 단말이 이용할 수 있는 액세스 포인트들의 SSID와 주파수 정보 및 각 액세스 포인트들

의 무선 규격 등을 포함한다. 과정 522에서 상기 관련 정보는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정보 응답(WLAN AP info response)

메시지에 실려 연동 단말로 전달된다.

과정 524에서 연동 단말은 WLAN 모듈을 동작시킨 후, 과정 526에서 상기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정보 응답 메시지에 포

함된 상기 관련 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WLAN 모듈에 의해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를 스캔한다. 만일 이때 연동 단말이 도 3

과 같은 구조를 가지는 경우 연동 단말은 UMTS 모듈을 온으로 유지하면서 WLAN 모듈을 동작시켜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를 스캔한다. 반면 도 2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 경우 연동 단말은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DRX를 이용하여 무선 근거리 네트

워크를 스캔한다.

한편 상기 도 11에서는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기 위해 RRC 연결이 설정된 이후 별도의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정보요구 메시지를 사용하였으나, 변형된 실시예에서는 RRC 연결 설정을 요구하기 위해 전송하는 과정 506의

RRC 접속 요구 메시지에,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을 알리는 정보를 추가하여 전송하

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과정 512의 메시지는 사용되지 않으며, 기지국은 상기 RRC 접속 요구 메시지를 수신한 즉

시 상기 연동 단말에 대한 인증 작업을 수행한다.

도 1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연동 단말로 연동 가능한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작

을 도시한 것이다. 여기에 나타낸 동작은 앞서 언급한 본 발명의 여섯 번째 실시예에 연관된다. 즉 연동 단말의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 요구와 연동 단말의 인증 검사 요구 등은 코어 네트워크에 대해 직접 처리된다. 상기 도 12의

과정들 602 내지 610은 도 11의 과정들 502 내지 510과 동일하므로 그 설명을 생략한다.

상기 도 12의 과정 612에서 연동 단말은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서비스 요구(WLAN service request) 메시지를 코어 네트

워크로 직접 전송하여, 상기 연동 단말 및 상기 연동 단말을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인증을 요구하는 동시에 상기 기지국

관할 하에 있는 액세스 포인트들에 대한 관련정보를 요구한다. 여기서 직접 전송한다 함은 물리적인 직접 전송이 아니라,

상기 서비스 요구 메시지가 기지국을 투명하게(transparently) 통과함을 의미한다. 상기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서비스 요

구 메시지는 상기 연동 단말이 위치하고 있는 셀의 식별자, 상기 셀을 관리하는 RNC의 식별자, 상기 연동 단말 및 가입자

의 식별자, 상기 연동 단말이 가입되어 있는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사업자의 식별자, 상기 연동 단말이 지원할 수 있는 무

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규격 종류 등을 포함한다.

과정 614에서 코어 네트워크는 상기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서비스 요구 메시지에 응답하여 사용자 인증((USER AAA)을

수행하며, 상기 AAA 작업의 수행은 코어 네트워크 내의 HLR 혹은 WLAN과의 연동을 위해 설치된 별도의 개체에 의해 수

행된다.

상기 연동 단말의 사용자 인증에 성공하면, 과정 616에서 코어 네트워크는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정보요구(WLAN AP

info request) 메시지를 상기 연동 단말이 위치하고 있는 셀을 관장하는 기지국으로 전송하여, 상기 기지국이 관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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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WLAN AP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 과정 618에서 기지국은 상기 연동 단말이 위치한 셀에 존재하고 있는 액세스 포

인트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상기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정보응답(WLAN AP info response)

메시지를 생성한다. 상기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정보응답 메시지는 상기 연동 단말이 이용할 수 있는 액세스 포인트들의

SSID와 주파수 정보 및 각 액세스 포인트들이 지원하는 무선 규격 등의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과정

620에서 상기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정보응답 메시지는 코어 네트워크로 전달된다.

과정 622에서 코어 네트워크는 상기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서비스 응답(WLAN Service response)

메시지를 상기 연동 단말기에게 전송한다. 구체적으로 상기 관련 정보는 상기 연동 단말이 이용할 수 있는 액세스 포인트

들의 SSID들과, 주파수 정보 및 각 액세스 포인트들에서 지원할 수 있는 무선 규격 등이다 과정 624에서 연동 단말은

WLAN 모듈을 동작시킨 후, 과정 626에서 상기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서비스 응답 메시지에 포함된 상기 관련 정보를 참

조하여 상기 WLAN 모듈에 의해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를 스캔한다. 만일 이때 연동 단말이 도 3과 같은 구조를 가지는 경

우 연동 단말은 UMTS 모듈을 온으로 유지하면서 WLAN 모듈을 동작시켜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를 스캔한다. 반면 도 2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 경우 연동 단말은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DRX를 이용하여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를 스캔한다.

한편, 상기 도 12에서는 코어 네트워크가 상기 연동 단말이 위치하고 있는 셀의 액세스 포인트 정보를 상기 기지국으로 요

구하는 과정들(616 내지 620)을 개시하였으나, 코어 네트워크가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관리 개체에 의해 각 셀별로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액세스 포인트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경우 상기한 과정들 616 내지 620은 생략된다. 이 경우 코어 네트워

크는 과정 614에서 사용자 인증을 수행한 즉시 상기 연동 단말이 이용할 수 있는 액세스 포인트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생

성하고 상기 생성된 관련정보를 포함하는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서비스 응답 메시지를 상기 연동 단말에게 전송한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지 않으며, 후술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동작하는 본 발명에 있어서, 개시되는 발명중 대표적인 것에 의하여 얻어지는 효과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은,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연동 단말의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사용자에게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에 대한 연동 정보를 효율적으로 인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본 발명은 사용자에게 접속 가능한 무선 근거리 네트

워크를 알려줌으로써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에 용이하게 접속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연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조의 일

예.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에 교대로 접속이 가능한 연동 단말의 구조

도.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에 동시에 접속이 가능한 연동 단말의 구

조도.

도 4는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의 서비스 지역의 지리적 분포를 나타낸 예.

도 5는 셀 방송 서비스를 위한 공통 트래픽 채널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유휴 상태의 연동 단말에 대한 연동 시스템의 동작을 나타낸 메시지 흐름도.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유휴 상태의 연동 단말이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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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트래픽 상태의 연동 단말에 대한 연동 시스템의 동작을 나타낸 메시지 흐름도.

도 9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트래픽 상태의 연동 단말이 연동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로 핸드오버하는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도 10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브로드캐스팅 메시지에 포함되는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의 관련 정보를 나타낸 도면.

도 1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다른 실시예에 따른 연동 단말과 이동통신 네트워크 사이의 시그널링 흐름을 도시한 도면.

도 1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연동 단말과 코어 네트워크 사이의 시그널링 흐름을 도시한 도면.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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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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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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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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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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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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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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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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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등록특허 10-0735242

- 28 -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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