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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선 랜 사용 가능 지역을 알리는 송수신 장치 및 그 방법

요약

  무선 랜 기반에서 무선랜 접속시 발생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접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소모를 줄이는 무선 랜 사용
가능 지역을 알리는 단말 장치 및 그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본 발명은 현재 위치 및 무선 랜 환경 정보 메시지를 제공하는
엑세스 포인트와 그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말장치로 이루어진 무선 랜 기반 통신 시스템에서, 엑세스 포인트에서 제공되는
정보 메시지 신호를 일정 시간마다 수신하는 과정, 정보 메시지 신호를 수신할 경우 그 메시지로부터 상기 엑세스 포인트
의 위치 정보 및 무선 랜 환경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 엑세스 포인트의 위치에서 무선 랜 접속 가능 및 그 무선 랜 환경 정보
를 소정의 형태로 출력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 랜 사용 가능 지역을 알리는 송수신 장치의 전체 블록도이다.

  도 2는 도 1의 단말장치의 상세 블록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단말기에서 무선 랜 사용 가능 지역을 알리는 방법을 보이는 흐름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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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무선 랜 기반의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이며, 특히 무선 랜 기반에서 무선랜 접속시 발생되는 불편함을 해소하
고 접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소모를 줄이는 무선 랜 사용 가능 지역을 알리는 단말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선랜(Wireless LAN)이란 네트워크 구축시 허브에서 가입자단 까지 유선 대신 설치 및 이동이 용이한 무선
환경으로 대체한 기술이다. 무선랜은 유선(케이블)으로 망 포설을 하는 대신 AP(Access Point)장비에서 단말 장비까지
전자기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유선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내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며, 또한 고정된 데스크톱 환
경에 머무르지 않고 노트북과 PDA등을 이용하여 이동 중에서도 통신이 가능하다.

  AP를 설치하여 서비스 가입자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무선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핫스팟(Hot
spot) 사업이라고 한다. 현재 이러한 핫스팟 서비스는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점점 활성화되아 가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핫 스팟 서비스 지역이 극히 일부분인 실정이다. 또한 AP는 핸드폰의 기지국과는 달리 기술적, 통신 법적 한계로 인해 안
테나를 무작정 많이 세울 수가 없고 또 전파 출력을 무작정 높일 수가 없어서 전파음영 지역을 최소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현재 무선랜의 전파 출력은 10mW이다. 그러나 이 무선 랜의 전파 출력은 핸드폰의 전파 출력에 비해 1에서 10분의 1 밖
에 되지 않아 넓은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AP를 국소적으로 설치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서비스 사업
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고 완전히 전파음역 지역을 없애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무선랜(WirelessLAN)서비스 지역의 제한성 때문에 무선랜 사용자의 단말기는 현재의 위치에서 무선랜이 사용가
능한지를 알기 위해서 일련의 접속 과정에 해당하는 스캐닝(scanning)을 통해 주위의 AP(Access Point)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한다. 이때 주위에 AP가 존재하면 바로 단말기와 AP가 연결이 되지만, 불투명한 지역에서 무선랜을 사용 하기 위해
단말기는 무선 랜 카드를 통해 계속해서 AP확인을 시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무선랜 카드의 전류소모는 약 300mA정
도로 휴대용 단말에서는 많은 전력을 소모한다. 이러한 전력소모는 PDA, 노트북, 스마트 디스플레이, 웹 패드와 같은 휴대
용 모바일(Mobile)기기에서는 치명적인 결함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는 무선 랜을 이용하기 전에 AP(Access Point)로부터 제공되는 정보 메시지를 수신
하여 무선 랜 수신 가능한 지역인지를 알려주는 단말 장치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현재 위치 및 무선 랜 환경 정보 메시지를 제공하는 엑세스 포인트와
그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말장치로 이루어진 무선 랜 기반 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단말장치의 무선 랜 사용 가능 지역 알림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엑세스 포인트에서 제공되는 정보 메시지 신호를 일정 시간마다 수신하는 과정;

  (b) 상기 과정에서 정보 메시지 신호를 수신할 경우 그 메시지로부터 상기 엑세스 포인트의 위치 정보 및 무선 랜 환경 정
보를 추출하는 과정;

  (c) 상기 과정에서 추출된 엑세스 포인트의 위치에서 무선 랜 접속 가능 및 그 무선 랜 환경 정보를 소정의 형태로 출력하
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다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현재 위치 및 무선 랜 환경 정보 메시지를 제공하는 엑세스 포인
트로부터 무선 랜 사용 가능 지역을 알리는 단말장치에 있어서,

  상기 엑세스 포인트에서 전송되는 무선 랜의 전파를 수신하는 무선랜 카드부;

  상기 엑세스 포인트에서 제공되는 정보 메시지를 수신하는 메시지 수신부;

  무선 랜 접속 가능 및 그 무선 랜 환경 정보를 표시하는 표시부;

  상기 메시지 수신부에서 정보 메시지 신호를 검출하면 그 메시지로부터 상기 엑세스 포인트의 위치 정보 및 무선 랜 환경
정보를 추출하고, 그 엑세스 포인트의 위치에서 무선 랜 접속 가능 및 그 무선 랜 환경 정보를 상기 표시부에 소정의 형태
로 표시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 랜 사용 가능 지역을 알리는 송수신 장치의 전체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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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을 참조하면, 150은 무선 랜 사용자가 사용하는 무선 랜 카드 및 메시지 수신부가 구비된 단말기들이며, 130은 단말
기들(150)과 허브(hub)(120)사이에 유선 및 무선으로 연결되고 다수의 단말기들(150)로부터 인터넷(110) 접속 요구를 전
송하여 단말기들(150)의 무선 통신을 중계하는 엑세스 포인트이다. 120은 허브이고, 110은 인터넷이다. 140은 핸드 오프
지역이다.

  엑세스 포인트(130)는 다수의 단말기들(150)이 접속되는 데, 이때 단말기들(150)의 개수가 수용가능한 기준치를 넘어설
경우 또 다른 엑세스 포인트를 추가로 설치한다. 특히, 엑세스 포인트(130)는 무선 랜 환경 정보나 위치 정보와 같은 비콘
메시지를 무선으로 제공하는 비콘 메시지 송신장치(132)를 구비한다. 이 비콘 메시지 송신 장치는 엑세스 포인트(130)의
송신 전력과 같은 정도의 송신 출력을 갖고 1초에 10회 정도의 비콘 메시지를 송신한다. 또한 이 비콘 메시지에는 무선 랜
사업자 정보, 엑세스 포인트의 현재 GSP(Global Positioning System) 정보, 수신 주파수 정보, 비콘 메시지 타입 정보를
포함한다.

  단말기(150)는 PCMCIA 포트, USB 포트등의 통신 포트나 PCI 슬롯을 구비한 노트북 컴퓨터 또는 데스크 탑 컴퓨터 또
는 PDA등에 해당되며, 특히 무선랜 카드 및 비콘 메시지 수신부가 탑재되어 있다.

  도 2는 도 1의 단말장치의 상세 블록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무선랜 카드부(220)는 엑세스 포인트(130)의 비콘 메시지 송신장치(132)에서 전송되는 무선 랜의 전
파를 수신한다.

  비콘 메시지 수신부(210)는 엑세스 포인트(130)의 비콘 메시지 송신장치(132)에서 무선신호 형태로 제공되는 정보 메시
지를 수신한다.

  디스플레이부(260)는 무선 랜 접속 가능 및 그 무선 랜 환경 정보를 표시한다.

  전원부(270)는 각 블록에 전원을 공급한다.

  저장부(240)는 비콘 메시지 수신부(230)에서 수신되는 정보 메시지를 저장한다.

  입력부(250)는 동작 기능을 선택하는 키이들을 구비하며 메뉴 형태로 디스플레이중인 정보중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한
다.

  제어부(230)는 비콘 메시지 수신부(210)에서 정보 메시지 신호를 검출하면 그 메시지로부터 엑세스 포인트(130)의 위치
정보 및 무선 랜 환경 정보를 추출하여 저장부(240)에 저장하고, 그 엑세스 포인트의 위치에서 무선 랜 접속 가능 및 그 무
선 랜 환경 정보를 디스플레이부(260)에 OSD(On Screen Display)로 표시한다. 또한 제어부(230)는 비콘 메시지 수신부
(210)를 통해 엑세스 포인트의 위치를 확인하면 무선랜 카드부(220)로부터 전파를 수신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단말기에서 무선 랜 사용 가능 지역을 알리는 방법을 보이는 흐름도이다.

  먼저, 무선 랜 모듈을 구비한 단말기에서 사용자가 특정지역에서 무선 랜을 접속하려고 할 때 비콘 메시지 수신부의 전원
을 온 시켜 정보 메시지 수신 기능을 동작시킨다(310 과정).

  이어서, 엑세스 포인트(130)의 비콘 메시지 송신장치(132)에서 주기적으로 송신하는 비콘 메시지 신호 수신을 대기한다
(320 과정).

  이어서, 엑세스 포인트(130)의 비콘 메시지 송신장치(132)로부터 비콘 메시지를 수신하였는가를 판단한다(330 과정).
이때 비콘 메시지를 수신하지 않았으면 무선 랜 접속 불가능 정보에 해당하는 수신 불능 메시지를 화면에 표시한 후 다시
비콘 메시 신호 수신을 대기한다(332 과정).

  이어서, 엑세스 포인트(130)의 비콘 메시지 송신장치(132)로부터 비콘 메시지를 수신하였으면 그 메시지를 분석하여 엑
세스 포인트의 GPS 정보 및 무선 랜 환경 정보(예:무선 랜 서비스 사업자 정보, 수신 주파수 정보, 비콘 메시지 타입 정보
등)를 추출한다(334 과정).

  이어서, 추출된 무선 랜 서비스 사업자 정보와 내장된 가입 사업자 정보를 비교하여 해당 사업자인가를 확인한다(340 과
정). 이때 해당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무선 랜 접속 불가능 정보를 화면에 표시한다(332 과정).

  이어서, 두 개 이상의 엑세스 포인트가 감지되는가를 체크한다(350 과정). 이때 단말기가 핸드 오프(hand off) 지역에 있
을 경우 두개 이상의 엑세스 포인트가 감지된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엑세스 포인트들의 전파 세기를 측정하여(352 과정)
그 중에서 가장 큰 전파 세기를 갖는 엑세스 포인트를 선정한다(354 과정).

  이어서, 한 개의 엑세스 포인트로 감지되면 그 엑세스 포인트의 현재 위치에서 무선 랜 접속 가능 및 그 무선 랜 환경 정보
에 해당하는 비콘 메시지 정보를 그래픽이나 문자 형태로 화면에 출력한다(360 과정). 다른 실시예로, 비코 메시지를 수신
한 단말기는 특정한 소리나 진동을 통해 사용자에게 알려주거나 LCD와 같은 디스플레이 장치에 특정한 표기나 메시지 윈
도우 창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줄 수도 있다.

  이어서, 사용자는 비콘 메시지로부터 확인된 엑세스 포인트 부근에서 위치하여 무선 랜을 사용한다(370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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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비콘 메시지 수신부의 전원을 오프 시켜 정보 메시지 수신 기능을 종료한 후 무선 랜으로 작업을 수행한다(380
과정).

  결국, 단말기는 비콘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했을 경우 비콘 메시지 수신 모듈은 항상 수신 대기 중에 있다. 수신 불가능이
라는 표시가 나오면 사용자는 단말기를 여기 저기로 이동하여 비콘 메시지를 주시하면서 현재 위치에서의 무선 랜 환경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사상내에서 당업자에 의한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본 발명은 또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장치를 포함한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크, 플래쉬 메모
리, 광 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있으며, 또한 캐리어 웨이브(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전송)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도 포함한
다. 또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되어, 분산방식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서 저장되고 실행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무선랜 기반 상황을 잘 모르는 낯선 지역에서 네트워크 접속 시 불편함을 해소하고
네트워크 접속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소모를 줄여 주는 이점이 있다. 또한 무선 네트워크 접속 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를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의 편리성을 한층 더 증가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현재 위치 및 무선 랜 환경 정보 메시지를 제공하는 엑세스 포인트와 그 정보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말장치로 이루어진 무
선 랜 기반 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단말장치의 무선 랜 사용 가능 지역 알림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엑세스 포인트에서 제공되는 정보 메시지 신호를 일정 시간마다 수신하는 과정;

  (b) 상기 과정에서 정보 메시지 신호를 수신할 경우 그 메시지로부터 상기 엑세스 포인트의 위치 정보 및 무선 랜 환경 정
보를 추출하는 과정;

  (c) 상기 과정에서 추출된 엑세스 포인트의 위치에서 무선 랜 접속 가능 및 그 무선 랜 환경 정보를 소정의 형태로 출력하
는 과정을 포함하는 무선 랜 사용 가능 지역 알림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과정에서 정보 메시지 신호를 일정 시간 동안 수신하지 못할 경우 무선 랜 접속 불가능 정보를 출력
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랜 사용 가능 지역 알림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메시지를 복수개의 엑세스 포인트로부터 수신한 것으로 확인되면 전파 세기를 측정하여 엑세
스 포인트를 선정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랜 사용 가능 지역 알림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추출된 무선 랜 환경 정보로부터 무선 랜 서비스 사업자를 확인하여 내장된 해당 사업자 정보와 다
르면 무선 랜 접속 불가능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랜 사용 가능 지역 알림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랜 환경 정보는 무선 랜 서비스 사업자 정보 및 수신 주파수 정보, 메시지 타입 정보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랜 사용 가능 지역 알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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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현재 위치 및 무선 랜 환경 정보 메시지를 제공하는 엑세스 포인트로부터 무선 랜 사용 가능 지역을 알리는 단말장치에
있어서,

  상기 엑세스 포인트에서 전송되는 무선 랜의 전파를 수신하는 무선랜 카드부;

  상기 엑세스 포인트에서 제공되는 정보 메시지를 수신하는 메시지 수신부;

  무선 랜 접속 가능 및 그 무선 랜 환경 정보를 표시하는 표시부;

  상기 메시지 수신부에서 정보 메시지 신호를 검출하면 그 메시지로부터 상기 엑세스 포인트의 위치 정보 및 무선 랜 환경
정보를 추출하고, 그 엑세스 포인트의 위치에서 무선 랜 접속 가능 및 그 무선 랜 환경 정보를 상기 표시부에 소정의 형태
로 표시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단말 장치.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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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공개특허 10-2005-0051050

- 6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실시예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명세서 1
 발명의 상세한 설명 1
 실시예 2
청구의 범위 4
도면 5
 도면1 5
 도면2 5
 도면3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