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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디지털 가입자 선로를 이용한 인터넷 자동접속방법에 있어서, 사용자 컴퓨터상의 디바이스 드라이버상에 컴
퓨터 파워온 시 인터넷 접속을 수행하며, 디지털 가입자 선로 상태 모니터링 툴로 현재의 연결상태를 알려주도록 제어
하는 PPP/PPPoE부를 구비시켜 놓는 과정과, 상기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상기 사용자 컴퓨터상에 설치시 사용자와 인터
페이스를 통해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를 입력받고 상기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를 내부 저장부에 저장해 놓는 과정과, 
상기 사용자 컴퓨터 파워온시 PPP/PPPoE부가 상기 내부 저장부에 저장된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인터넷
상의 서버와 사용자 인증 및 데이터 송수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ADSL, 자동접속, PPP/PPPoE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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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내장형 모뎀을 이용한 ADSL(Asymmetrical Digital Subscriber Line) 서비스 하드웨어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개선된 내장형 모뎀을 이용한 가입자 측 소프트웨어 구성도,

도 3은 외장형 모뎀을 이용한 ADSL 서비스 하드웨어 구성도,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개선된 외장형 모뎀을 이용한 가입자 측 소프트웨어 구성도,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자동접속 프로그램 구성도,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PPPoE(Point-to-Point Protocol over Ethernet) 어댑터에서의 디스커버리 동작
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PPPoE 어댑터(Adapter)에서의 PPPoE 세션(Session)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8은 미니포트 드라이버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9는 사용자 PC와 모뎀 사이의 패킷 프레임을 보여주는 도면,

도 10은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GUI(Graphic User Interface)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1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설치시 사용자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을 보여주는 도면,

도 12는 컴퓨터 부팅완료후 ADSL회선 상태를 표시함을 보여주는 도면,

도 13은 인터넷 접속 후 연결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보여주기 위한 도면,

도 1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자동접속을 위한 블록 구성도,

도 15는 자동접속 프로그램이 네트워크 환경을 설정하는 동안 모니터 오른쪽 하단의 트레이 아이콘은 노랑색과 녹색으
로 반짝이며,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연결되었다는 메시지 박스가 나타남을 보여주는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송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디지털 가입자 선로(Digital Subscriber Line)를 이용한 인터넷 자동 접
속 방법에 관한 것이다.

기존 전화선을 이용하여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분야가 xDSL(x-Digital Subscriber Line)기술이다. 
주요 xDSL로는 ADSL(Asymmetrical DSL), UADSL(Universal Asymmetrical DSL), HDSL(High bit rate DSL), 
SDSL(Symmetrical DSL), MSDSL(Multirate Symmetrical DSL), RADSL(Rate Adaptive DSL), IDSL(ISDN 
like DSL), VDSL(Very high DSL) 등이 있다.

    
이중 ADSL은 고속 데이터와 표준 음성 서비스를 트위스트 페어 구리선을 통해 동시에 전달한다. ADSL은 현행 전화선
이나 전화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고속데이터통신이 가능할 뿐 아니라 데이터통신과 일반 전화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기존 모뎀은 전화와 데이터통신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ISDN은 전화 및 데이터 통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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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사용할 수 있지만 데이터통신 속도가 절반으로 떨어진다. 이에 반해 ADSL은 한 개의 전화선에서 전화는 낮은 주
파수를, 데이터통신은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혼선이 일어나지 않고 통신속도도 떨어지지 않
는다. ADSL은 가입자와 전화국간의 데이터교환 속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대칭형 디지털 가입자망이라고 부른다. 
기존의 하향과 상향의 통신속도가 같고 고속데이터통신을 할 수 있는 CATV에 비해 통신 속도가 3배정도 떨어지기는 
하지만 이용자가 증가해도 통신속도가 떨어지지 않는 장점이 있다. 한 가정에서 최대 초당 12Mb의 속도를 독점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ADSL의 장점으로 인해 현재 전화선을 이용한 고속 데이터 서비스에 폭넓게 수용 및 사용되고 있는 실
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ADSL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은 하기와 같은 사용 어려움 및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로는, ADSL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방식은 모뎀이 내장형인 경우 PPPoA(Point-to-Point Protocol over As
ynchronous transfer mode)방식이고 외장형인 경우에는 PPPoE(Point-to-Point Protocol over Ethernet)방식을 
사용하므로 모뎀 종류별 접속방식이 상이하다. 내장형 모뎀인 경우에는 사용자 PC에 있는 전화접속 어댑터(PPP통신을 
위해 원도우즈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PPP모듈)를 이용해야하며, 외장형 모뎀인 경우에는 WinPoET, NTS 프로그
램이나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야하므로, 모뎀별 인터넷 접속방식이 상이하다.
    

    
두 번째로는, 모뎀 종류별로 설치 방법이 상이하며 설치후 애프터 서비스시 고장될 요소가 많아 일선 현장에서의 유지
보수에 어려움이 있다. 내장형 모뎀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용 드라이버 종류가 각 모뎀별로 상이하며 설치시 컴퓨터 
운영체계를 찾아 알맞은 드라이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내장형 드라이버를 설치한 후 사용자 PC의 전화접속 어댑터와 
링크시키는 작업을 해야한다. 그리고 외장형 모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접속 프로그램이 컴퓨터 운영체계별로 상이하며, 
설치후 PPPoE 서버를 찾아서 사용자 PC의 접속 창에 등록하여야만 접속이 가능하다. 그에 따라 설치시간이 많이 걸리
고 설치 방법이 복잡하다. 만약 PPPoE 서버 이름을 틀린 경우와 서버 이름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재설정을 하여야 하
는 불편함이 상존한다.
    

    
세번째로는, ADSL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 방식에서는 사용자가 접속 프로그램을 인위적으로 조작함으로 인해 고장이 
많이 발생한다. 사용자 조작으로 발생되는 고장율이 컴퓨터 전체 고장의 40% 정도를 차지한다. 외장형모뎀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접속프로그램을 인위적으로 조작이 가능케 되어 있어 사용 미숙으로 인한 고장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
정이다. 그리고 내장형 모뎀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PC를 사용중 전화접속 어댑터를 조작할 가능성이 높다. 전화접속 어
댑터는 모뎀 디바이스 드라이버와는 별도로 설치되는 모듈로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용자들은 이 전화접속 어댑터
가 ADSL 연결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전화접속 어댑터 모듈을 제거해 버리거나 설정을 변경해 버리는 경우가 종
종 발생되며, 그에 따라 ADSL 통신이 수행되지 않게 된다.
    

네 번째로는, ADSL을 이용하는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은 접속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매 접속 시마다 ID와 패스워
드를 입력해야 되므로 불편함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기존 전화선을 이용하여 고속 데이터 서비스에서의 인터넷 접속 단계를 단축하도록 하는 접속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ADSL 접속방식을 통일되게 하는 접속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사용자 조작으로 인한 인위적인 고장 발생을 줄이게 하는 접속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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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들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면들 중 동일한 구성요소들은 가능
한 한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한 부호들로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
는 공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1) ADSL접속방식을 기존에 내장형 모뎀 및 외장형 모뎀별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내장 및 
외장 모뎀 구분없이 PPPoE방식으로 통일되게 한다. 그리고, (2) 접속단계를 기존 다단계이었던 것을 1단계, 즉 전용회
선처럼 PC를 켜는 순간에 바로 인터넷 이용이 가능토록 한다.

    
도 1은 내장형 모뎀을 이용한 ADSL 서비스 하드웨어 구성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개선된 내장형 모
뎀을 이용한 가입자측 소프트웨어 구성도이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서비스 방식으로는 기존 PPPoA 방식 대신에 
PPPoE 방식을 사용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내장형 ADSL모뎀(4)은 사용자 PC(2)에 내장되고 DSLAM(DSL Access 
Multiplexer)(6)과는 DSL로 연결된다. DSLAM(DSL Access Multiplexer)(6)은 중앙국에 배치되어 DSL 회선으로
부터 트래픽을 모아 사업자 백본이나 인터넷으로 보내는 장비이다. NAS(Network Attached Storage)(8)는 서버의 
백엔드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백본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대규모 파일서버용 시스템이다. NAS(8)는 
일단이 상기 DSLAM(6)과 연결되며 타단이 인터넷과 연결될 수 있다.
    

    
사용자 PC(2)에 내장된 내장형 ADSL모뎀(4)을 지원하기 위해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은 사용자 PC(2)에 ADSL모뎀 
드라이버(20)가 설치된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ADSL 모뎀 드라이버(20)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ADSL,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AAL(ATM Adaptation Layer)5 및 이더넷 오버(Ethernet over) ATM 계
층의 프로토콜을 지원하며, 상위 인터페이스는 NDIS(Network Device Interface Specification) 3,4 또는 5를 지원
한다. 그리고 상위 계층에는 기존 윈도우즈 PPP(Point-to-Point Protocol) 대신에 PPP/PPPoE 모듈(24)이 탑재된
다. PPP/PPPoE 모듈(24)은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수행시켜 인터넷에 접속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인터넷 접속을 수행
한다. 또한 PPP/PPPoE 모듈(2)은 ADSL상태 모니터링 툴(26)로 현재의 연결상태를 알려주어 ADSL상태 모니터링 
툴(26)이 현재 ADSL 접속 여부를 사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게 한다. ADSL 상태 모니터링 툴(26)은 응용 프로그램으
로서, ADSL 모뎀 디바이스 드라이버로부터 현재의 선로상태에 관한 정보를 받아 사용자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A
DSL 상태 모니터링 툴 응용 프로그램은 내장형 모뎀 제조 업체에 의해서 직접 제조되며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설치할 
때 같이 설치된다. 일반적으로 윈도우즈가 부팅될 때 자동으로 실행되며 트레이에 등록되어 현재 ADSL 선로의 상태를 
보여준다.
    

    
도 3은 외장형 ADSL모뎀을 이용한 ADSL 서비스 하드웨어 구성도이고,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개선된 외
장형 ADSL모뎀을 이용한 가입자 측 소프트웨어 구성도이다. 도 3에 도시된 외장형 ADSL모뎀(36)은 이더넷형이다. 
사용자 PC(32)에는 이더넷 어댑터(34)를 설치하고, 외장형 모뎀(36)을 이더넷 어댑터(34)에 이더넷케이블(Ethern
et cable)(35)로 연결한다. 사용자 PC(32)와 NAS(Network Attached Storage)(8)간의 통신은 PPPoE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외장형 ADSL모뎀(36)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ADSL계층(42), ATM계층(44), AAL5계층(46) 및 
이더넷(Ethernet)계층(50)의 프로토콜 스택(40)을 가지고 있으며, AAL5계층(46) 위에 이더넷(Ethernet)계층(50)
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더넷 오버(Ethernet over) AAL5계층(48) 인캡슐레이션(encapsulation)(RFC 1483)을 수행
한다. 사용자 PC(32)에는 이더넷(Ethernet) NIC 디바이스 드라이버(52)가 설치된다. 그 위에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PPP/PPPoE 모듈(54)(도 2의 PPP/PPPoE 모듈(24)과 기능 동일)이 올라가게 된다. 상기 PPP/PPPoE모듈(54)
은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수행시켜 인터넷에 접속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인터넷에 접속을 수행한다. 윈도우즈 TCP/IP(
56)는 PPP/PPPoE 프로토콜(54) 위에서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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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자동접속을 위한 블록 구성도로서, 사용자PC는 접속드라이버(100), 윈도우즈 CP/
IP부(102), ADSL 상태 모니터링 툴(104), 및 레지스터리(106)를 포함하고 있다. 접속드라이버(100)는 도 2의 프로
토콜 스택(20)이거나 도 4의 프로토콜 스택(40)을 가지며, 각종 상태정보 처리를 위해 ADSL상태 모니터링 툴(104)
을 제어한다. ADSL상태 모니터링 툴(104)은 도 2의 ADSL상태 모니터링 툴(26)에 대응된다. 그리고 접속드라이버(
100)는 레지스트리(106)와 연결되어 사용자ID 인증 자동처리를 수행한다. 상기 레지스트리(106)에는 드라이버 설치
시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또한 접속드라이버(100)는 인터넷(110)에 연
결된 내장형 ADSL모뎀 또는 외장형 ADSL모뎀(108)을 통해 연결상태를 감시한다.
    

PC 사용자가 도 1 및 도 3에 각각 도시된 바와 같은, 내장형 ADSL모뎀(4) 또는 외장형 ADSL 모뎀(36)을 사용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받으려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자동접속 프로그램이 사용자 PC에 설치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자동 접속 프로그램은 하기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되며, 그 내용들은 도 5에 블록으로 표시되
어 있다.

(가) PPPoE 어댑터(Adapter)(62) 작성

(나) NDISWAN 미니포트 드라이버(Miniport Driver)(64) 작성

(다)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GUI(Graphic User Interface)(60) 작성

(라) 인스톨 프로그램(60) 작성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자동접속 프로그램 구성도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기능 및 
동작은 하기와 같다.

먼저 (가)의 PPPoE 어댑터(Adapter)(62)는 하기와 같이 디스커버리 및 PPPoE 세션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디스커버리(Discovery) : NAS(8)와 사용자PC 사이의 PPPoE 세션 연결을 설정하는 단계

(2) PPPoE 세션 : 사용자 인증 및 데이터 송수신을 할 수 있는 단계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PPPoE 어댑터(Adapter)에서의 디스커버리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상기 디
스커버리 동작에 대해서 도 6을 참조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하기와 같다.

- 디스커버리(Discovery)

(a) 정의: 클라이언트인 호스트 PC(사용자 PC)가 PPP연결을 할 서버를 찾는 단계

(b) 수행과정

① 호스트PC(사용자 PC)에서의 서버응답요청단계(Discovery Indication) : 사용자(host)가 서버를 찾기 위해 브로
드캐스트 수행

② 존재서버들에서의 서버 응답 단계(Discovery Offer) : 요청 받은 서버의 호스트(host)로 응답

③ 호스트 PC(사용자)에서의 응답 재요청 후 서버 선택단계(Discovery Request) : 사용자가 1개의 서버를 선택하여 
요청

④ 선택된 서버에서의 정보전달단계(Discovery Ack) : 선택된 서버가 호스트 PC로 정보(MAC(Media Access Cont
rol) 주소, PPPoE 세션 IP)를 포함하여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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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PPPoE 어댑터(Adapter)(62)에서의 PPPoE 세션(Session)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상기 PPPoE 세션(Session)에 대해서 도 7을 참조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하기와 같다.

- PPPoE 세션(Session)

(a) 정의: 사용자 인증을 하고 데이터 송수신을 하는 단계

(b) 수행과정

① PPPoE 세션 시작(start) ; 이더넷을 통해서 점대점 연결에 필요한 정보획득

② 사용자가 사용자 ID과 패스워드(Password)를 가지고 연결된 서버에 인증시도, 그에 따라 NAS내 DB에서 확인하고 
인증을 하고 연결설정.

③ PPPoE 세션 완료 ; 데이터 송수신 가능해짐

다음으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자동 접속 프로그램에서의 (나)의 NDISWAN 미니포트 드라이버(Miniport Dviv
er) 작성에 대해 설명하면 하기와 같다.

    
미니포트 드라이버(Miniport Driver)는 네트워크 드라이버(Network Driver)로 패킷을 보내기 전에 미니포트 드라이
버(Miniport Driver)에서 IP 데이터그램(Internet Protocol datagram)을 PPP로 인캡슐레이션 한 후 PPPoE 헤더(
Header)를 붙여서 보내고, 네트워크 드라이버(Network Driver)로부터 패킷이 도착하면 이것을 역으로 IP 데이터그
램으로 디캡슬레이션(Decapsulation)하는 역할을 한다. 도 8에서는 미니포트 드라이버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이다. 그러므로 사용자 PC와 ADSL 모뎀 사이에 주고 받는 패킷들은 도 9와 같은 포맷을 가진다. 도 9는 사용자 PC와 
모뎀 사이의 패킷 프레임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그 다음으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자동 접속 프로그램에서의 (다)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GUI 작성에 대해 
설명하면 하기와 같다. 도 10은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GUI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애플리케이션(App
lication) GUI는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로부터 사용자 ID와 패스워드(Password)를 입력받고 NAS 서버(
8)와의 인증 및 접속 상태를 화면에 나타내어 주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자동 접속 프로그램에서의 (라) 인스톨 프로그램 작성에 대해 설명하면 하기와 
같다. 인스톨 프로그램은 PPPoE 어댑터(Adapter)(62) 및 NDISWAN 미니포트(miniport) 드라이버(64)를 포함한 
프로그램 전체를 사용자 PC에 설치하는 역할을 한다.

사용자는 디렉토리를 지정하고 (라)의 인스톨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기와 같은 자동접속 프로그램 및 PPPoE 어댑터(A
dapter)(62) 및 NDISWAN 미니포트(miniport) 드라이버(64)를 설치할 수 있다.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디렉토리에 
자동 접속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며, 또한 필요한 PPPoE 어댑터(Adapter)와 NDISWAN 미니포트(miniport driver)
가 설치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ADSL모뎀용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사용자 PC에 설치될 때 사용자 ID와 패스워드를 물어본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접속 프로그램 설치가 끝나고 재부팅하게 되면 접속드라이버(100)의 제어에 의거하여 GU
I 애플리케이션이 수행되어 사용자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할 수 있는 연결 대화 상자가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PC화
면상에 디스플레이된다. 사용자는 사용자 이름란에는 설치시 부여받은 사용자ID를 입력하고, 암호란에는 설치시 부여
받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접속 드라이버(100)는 상기 사용자 ID와 패스워드를 레지스트리(106)에 저
장해 놓고, 그후 상기 사용자 ID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상기한 (가) 내지 (라)의 기능을 이용하여 서버에 접속하여 인증 
받는다. 인증이 이루어지면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설정한 내용은 저장하기나, 불러오기를 통해 다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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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용자가 여러 개의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접속할 인터넷 서비스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에 사용자가 PC를 켤 경우에는 상기와 같은 절차는 필요 없으며 레지스트리(106)에 기설정된 사용자ID와 패스워
드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접속하게된다. 자동 접속 프로그램이 네트워크 환경을 설정하는 동안 모니터 오른쪽 하단의 트
레이 아이콘은 노랑색과 녹색으로 반짝이며,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연결되었다는 메시지 박스가 도 15에 도시
된 바와 같이 나타납니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사용자 PC화면을 통해서 연결상태를 볼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면 바탕화면의 작업표시줄에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현재 접속 상태를 나타내는 아
이콘이 표시된다. 도 12를 참조하면, 참조번호 70은 ADSL 회선상태가 정상상태의 아이콘 형태이고, 참조번호 72는 A
DSL 회선상태가 비정상상태의 아이콘 형태이다. 상기 아이콘을 통해서 접속 드라이버(100)는 네트워크 상황이 어떠
한지 알 수 있다. 가능한 네트워크 상태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

- 네트워크에 연결을 시도하는 중

- 네트웍에 연결된 상태지만 데이터를 송 수신하지 않는 상태

- 데이터를 송신하는 중

- 데이터를 수신하는 중

- 데이터를 송 수신하는 중

- 네트워크 연결 상태가 좋을 때

- 네트워크 연결 상태가 좋지 않을 때

- 네트워크 라인에 에러가 발생 했을 때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ADSL회선 비정상이 되면 접속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라인상태를 체크하고, 회선이 회복되
면 곧바로 자동 접속을 수행하다(20초 이내).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인터넷 접속한 이후의 연결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사용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 13은 네트워크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창의 일예도이다. 상기 창을 통해 사용자는 네트워크에 접속된 시간, 
접속한 후 경과된 시간, 송수신 바이트 수 및 업로드 다운로드 속도, 할당 받은 IP 주소 등을 볼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자동접속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기능도 지원한다. 사용자가 자동접속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삭제하기를 택하면, 이전에 PPPoE 어댑터(Adapter)와 NDISWAN 미니포트(miniport) 드라이버를 포함한 자동접속
프로그램을 사용자의 PC에서 삭제한다. 자동접속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전의 상태로 복귀시킨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사용자는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수행하거나 전화접속 어댑터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컴퓨터를 켜기만 하면 자동으로 인터넷 접속이 된다. 또한 중간에 인터넷 연결이 끊어지더라도 PPP/PPP
oE 모듈이 자동으로 인터넷 연결을 시도하므로 선로 및 서비스 장애가 아니라면 항상 인터넷 연결된 상태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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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본 발명의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여러 가지 변형이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의하여 정할 것이 아니고 특허청구범위와 특허청구범
위의 균등한 것에 의해 정해 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하기와 같은 장점이 있다.

o 사용자의 입력을 받지 않고도 자동으로 ADSL 연결을 생성한다. 사용자가 ADSL에 접속한 컴퓨터를 부팅하면 ADS
L 접속이 미리 자동으로 생성되어 별도의 입력없이 바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사용자는 접속 아이디 또
는 패스워드를 입력할 필요가 없다.

o 인터넷 사용 중 연결을 자동으로 유지한다. 사용자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도중 고장 또는 오류로 인하여 연결이 끊어
져도 고장 또는 오류 원인이 해소되면 자동으로 연결이 생성된다. ADSL 연결의 재생성은 많은 경우 사용자가 인식하
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동으로 실행된다. 다만, 재생성하는 도중 잠시나마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다.

o 고장 요소를 최소화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자동접속 프로그램은 응용프로그램 없이도 ADSL 연결을 생성하
고 유지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실수로 응용 프로그램을 삭제하여도 계속 인터넷을 사용하실 수 있다. 자동접속 프로그
램은 화접속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며 자체 내에서 PPP 및 PPPoE 접속 프로토콜을 수행한다.

o 소프트웨어 구조가 간단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사용자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Windows) ME를 비롯하여 
98, 98SE, 95 운영체제에서 자동접속 프로그램은 접속 드라이버((VxD)로 작동하므로 소프트웨어 구조가 매우 간단
하다. 또한 자동접속 프로그램은 모든 운영체제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자동접속프로그램은 복잡한 설치 파일의 사
용을 배제하였기 때문에 설치과정이 매우 단순하다.

o 유연성이 뛰어 나다. 자동접속 프로그램은 인터넷망과 연결된 모뎀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연결을 생성하고 유지한다. 
네트워크 카드가 여러 개 연결된 컴퓨터를 사용하여도 사용자는 수동으로 모뎀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디지털 가입자 선로를 이용한 인터넷 자동접속방법에 있어서,

사용자 컴퓨터상의 디바이스 드라이버상에 컴퓨터 파워온 시 인터넷 접속을 수행하며, 디지털 가입자 선로 상태 모니터
링 툴로 현재의 연결상태를 알려주도록 제어하는 PPP/PPPoE부를 구비시켜 놓는 과정과,

상기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상기 사용자 컴퓨터상에 설치시 사용자와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를 입력
받고 상기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를 내부 저장부에 저장해 놓는 과정과,

상기 사용자 컴퓨터 파워온시 PPP/PPPoE부가 상기 내부 저장부에 저장된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인터넷
상의 서버와 사용자 인증 및 데이터 송수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자동접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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