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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 근거리 통신망(local area network) 방법으로서,

상기 무선 근거리 통신망의 제1 액세스 지점의 제1 무선 영역으로부터 상기 무선 근거리 통신망의 제2 액세스 지점의 제2

무선 영역으로 상기 무선 근거리 통신망에서 이동하는 무선국에 응답하여,

상기 제1 액세스 지점은 상기 무선 근거리 통신망의 제1 분산 시스템 스위치에 접속되고 상기 제2 액세스 지점은 상기 무

선 근거리 통신망의 제2 분산 시스템 스위치에 접속되며, 상기 제1 분산 시스템 스위치 및 상기 제2 분산 시스템 스위치는

상기 무선 근거리 통신망의 상호접속된 분산 시스템의 적어도 일부이며,

상기 무선국은 적어도 상기 제1 분산 시스템 스위치에 접속된 적어도 제1 가상 근거리 통신망에 대응하며,

상기 제1 가상 근거리 통신망을 상기 제2 분산 시스템 스위치로 터널링(tunneling)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적어도 부분적으로, 상기 무선 근거리 통신망의 상기 제1 액세스 지점의 상기 제1 무선 영역으로부터 상기 무선 근거리 통

신망의 상기 제2 액세스 지점의 상기 제2 무선 영역으로 상기 무선국이 이동하기에 앞서, 상기 제1 가상 근거리 통신망의

데이터를 상기 제1 분산 시스템 스위치를 통해 상기 무선국에 전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적어도 부분적으로, 상기 무선 근거리 통신망의 상기 제1 액세스 지점의 상기 제1 무선 영역으로부터 상기 무선 근거리 통

신망의 상기 제2 액세스 지점의 상기 제2 무선 영역으로 상기 무선국이 이동한 후, 상기 제1 가상 근거리 통신망의 데이터

를 상기 제2 분산 시스템 스위치를 통해 상기 무선국에 전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적어도 부분적으로, 상기 제1 가상 근거리 통신망의 데이터를 상기 제1 분산 시스템 스위치를 통해 상기 무선국에 전달하

기 전에, 상기 무선국에 대응하는 AAA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분산 시스템 스위치에서 상기 무선국에 대응하는 상기 AAA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공개특허 10-2007-0005618

- 2 -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국에 대응하는 AAA 데이터를 상기 제2 분산 시스템 스위치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터널링하는 단계는, 상기 제1 분산 시스템 스위치로부터 상기 제1 가상 근거리 통신망을 터널링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터널링하는 단계는, 상기 무선 근거리 통신망의 제3 분산 시스템 스위치로부터 상기 제1 가상 근거리 통신망을 터널

링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3 분산 시스템 스위치는 상기 무선 근거리 통신망의 상기 상호접속된 분산 시스템의 적어

도 일부이며, 상기 제1 가상 근거리 통신망은 적어도 상기 제3 분산 시스템 스위치에 접속되는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터널링은, 계층 2 가상 근거리 통신망 데이터의 계층 3 터널링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분산 시스템 스위치가 상기 제1 가상 근거리 통신망에 접속되지 않으면 상기 제1 가상 근거리 통신망을 상기 제2

분산 시스템 스위치로 터널링하는 단계가 발생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근거리 통신망의 상기 제1 액세스 지점의 상기 제1 무선 영역으로부터 상기 무선 근거리 통신망의 상기 제2 액

세스 지점의 상기 제2 무선 영역으로 상기 무선 근거리 통신망에서 이동하는 상기 무선국을 검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2.

공개특허 10-2007-0005618

- 3 -



무선 근거리 통신망 방법으로서,

상기 무선 근거리 통신망의 제1 액세스 지점의 제1 무선 영역으로부터 상기 무선 근거리 통신망의 제2 액세스 지점의 제2

무선 영역으로 상기 무선 근거리 통신망에서 이동하는 무선국에 응답하여,

상기 제1 액세스 지점은 상기 무선 근거리 통신망의 제1 분산 시스템 스위치에 접속되고 상기 제2 액세스 지점은 상기 무

선 근거리 통신망의 제2 분산 시스템 스위치에 접속되며,

상기 제1 분산 시스템 스위치 및 상기 제2 분산 시스템 스위치는 상기 무선 근거리 통신망의 상호접속된 분산 시스템의 적

어도 일부이며,

상기 무선국은 적어도 상기 제1 분산 시스템 스위치 및 상기 제2 분산 시스템 스위치에 접속된 적어도 제1 가상 근거리 통

신망에 대응하며,

상기 무선국에 대응하는 AAA 데이터를 상기 제2 분산 시스템 스위치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적어도 부분적으로, 상기 무선 근거리 통신망의 상기 제1 액세스 지점의 상기 제1 무선 영역으로부터 상기 무선 근거리 통

신망의 상기 제2 액세스 지점의 상기 제2 무선 영역으로 상기 무선국이 이동하기 전에, 상기 제1 가상 근거리 통신망의 데

이터를 상기 제1 분산 시스템 스위치를 통해 상기 무선국에 전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적어도 부분적으로, 상기 무선 근거리 통신망의 상기 제1 액세스 지점의 상기 제1 무선 영역으로부터 상기 무선 근거리 통

신망의 상기 제2 액세스 지점의 상기 제2 무선 영역으로 상기 무선국이 이동한 후, 상기 제1 가상 근거리 통신망의 데이터

를 상기 제2 분산 시스템 스위치를 통해 상기 무선국에 전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분산 시스템 스위치를 통해 상기 제1 가상 근거리 통신망의 데이터를 상기 무선국으로 전달하는 단계는, 상기 제

1 분산 시스템 스위치를 통한 상기 제1 가상 근거리 통신망의 데이터의 상기 무선국에의 전달없이 발생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적어도 부분적으로, 상기 제1 분산 시스템 스위치를 통해 상기 제1 가상 근거리 통신망의 데이터를 상기 무선국에 전달하

기 전에, 상기 무선국에 대응하는 AAA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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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분산 시스템 스위치에서 상기 무선국에 대응하는 상기 AAA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근거리 통신망의 상기 제1 액세스 지점의 상기 제1 무선 영역으로부터 상기 무선 근거리 통신망의 상기 제2 액

세스 지점의 상기 제2 무선 영역으로 상기 무선 근거리 통신망에서 이동하는 상기 무선국을 검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9.

무선 근거리 통신망 방법으로서,

상기 무선 근거리 통신망의 제1 액세스 지점을 통해 무선국이 제1 가상 근거리 통신망과 통신하려는 시도 - 상기 제1 액세

스 지점은 상기 무선 근거리 통신망의 제1 분산 시스템 스위치에 접속됨 - 에 응답하여,

상기 제1 분산 시스템 스위치가 상기 제1 가상 근거리 통신망에 접속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

제2 분산 시스템 스위치가 상기 제1 가상 근거리 통신망에 접속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분산 시스템 스위치로부터 상기 제1 분산 시스템 스위치로 상기 제1 가상 근거리 통신망을 터널링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제1 분산 시스템 스위치 및 상기 제2 분산 시스템 스위치는 상기 무선 근거리 통신망의 상호접속된 분산 시스템의 적

어도 일부인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터널링된 제1 가상 근거리 통신망의 데이터를 상기 제1 분산 시스템 스위치를 통해 상기 무선국으로 전달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근거리 통신망의 상기 제1 액세스 지점을 통해 상기 무선국이 상기 제1 가상 근거리 통신망과 통신하려고 시도

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무선국에 대응하는 AAA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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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무선국에 대응하는 AAA 데이터를 상기 제1 분산 시스템 스위치로부터 상기 제2 분산 시스템 스위치로 전달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국에 대응하는 AAA 데이터를 상기 제1 분산 시스템 스위치로부터 상기 제2 분산 시스템 스위치로 전달하는 단

계는, 상기 터널링된 제1 가상 근거리 통신망의 데이터를 상기 제1 분산 시스템 스위치를 통해 상기 무선국으로 전달하기

이전에 발생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국에 대응하는 AAA 데이터를 상기 제1 분산 시스템 스위치로부터 상기 제2 분산 시스템 스위치로 전달하는 단

계는, 상기 제2 분산 시스템 스위치로부터 상기 제1 분산 시스템 스위치로 상기 제1 가상 근거리 통신망을 터널링하기 이

전에 발생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분산 시스템 스위치에서 상기 무선국에 대응하는 상기 AAA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6.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국에 대응하는 AAA 데이터를 상기 제2 분산 시스템 스위치에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터널링은 계층 2 가상 근거리 통신망 데이터의 계층 3 터널링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국이 상기 무선 근거리 통신망의 상기 제1 액세스 지점을 통해 상기 제1 가상 근거리 통신망과 통신을 시도하는

것을 검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1 액세스 지점은 상기 무선 근거리 통신망의 상기 제1 분산 시스템 스위치에 접

속되는 방법.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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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 발명은 액세스 지점들 간의 국 이동성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투명적 이동성(transparent mobility)에 의해 패킷 손실 없이, 국 사용자에 현저한 지연 없이, 및/또는 세션 연속성의 손실

없이 무선국이 무선 액세스 지점들 간에 핸드오프하게 된다. 액세스 지점들 사이에서 국의 투명적 이동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IAPP(Inter-Acess Point Protocol)의 목표이다. 그러나, 수년 동안 IAPP는 미승인 드래프트 IEEE 표준 802.11f의

단계에 있어 왔다. 또한, 802.11f 지원은 액세스 지점들 사이의 투명적 이동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속성에 대하여 불확실

하고, 802.11f의 분산 시스템에 대한 포커스의 부족으로 인해 모바일 VLAN 지원에 대하여 극히 가망이 없다. 즉, 이동국

의 사용자에 의해 이용되는 VLAN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면서 액세스 지점들 간의 투명적 이동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요

구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투명적 이동성은 액세스 지점들 간에, 패킷들 및/또는 AAA(Authentication, Authrization and Accounting) 데이터의 백

업을 포함하는 세션 데이터를 통신하고, 및/또는 액세스 지점들을 관리하는 분산 시스템 간의 터널링 VLAN 데이터를 통

신함으로써 가능하게 될 수 있다.

액세스 지점들 간에 키들과 같은 AAA 데이터를 통신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핸드오프된 국 등을 재인증하는 신(new) 액

세스 지점에 소모될 시간을 제거함으로써, 구(old) 액세스 지점에서 신 액세스 지점으로의 국의 빠른 핸드오프를 가능하게

하는 한 요소이다.

또한, 터널은 분산 시스템 스위치들 간에 자동적으로 생성될 수 있다. VLAN 데이터는 분산 시스템의 스위치들 간에 연속

적으로 터널링되고, 터널링 VLAN 데이터는, 관련 VLAN이 분산 시스템의 모든 스위치보다는 분산 시스템의 몇몇 스위치

들만에 구성되기 때문에, 분산 시스템 스위치들의 구성을 단순화한다. 또한 올바른 분산 시스템 스위치로부터의 터널링

VLAN 데이터는 VLAN 데이터를 분산 시스템의 모든 스위치들에 브로드캐스팅하는 것에 비하여 대역폭을 절감한다.

실시예

도 1은 WNAL(100)의 예시적인 전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분산 시스템(110)은 제1 분산 시스템 스위치 DS1(112), 제2

분산 시스템 스위치 DS2(114), 및 제1 분산 시스템 스위치 DS1(112)과 제2 분산 시스템 스위치 DS2(114)를 접속하는 분

산 시스템 백본(116)을 포함한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분산 시스템 스위치들은 적어도 몇몇 포트들에서 씬(thin) 액세스 지

점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 연장된 서비스 세트 망 ESS1(120)은 제1 분산 시스템 스위치 DS1(112), 액세스 지점 AP1A

(122), 액세스 지점 AP1B(124), 액세스 지점 AP1C(126), 및 국(128)을 포함한다. 액세스 지점 AP1A(122), 액세스 지점

AP1B(124), 및 액세스 지점 AP1C(126)는 각각 유선 링크들(172, 174, 및 176)에 의해 제1 분산 시스템 스위치 DS1

(112)에 접속된다. 국(128) 및 액세스 지점 AP1A(122)은 무선 링크(192)를 경유하여 접속되고, 제1 기본 서비스 세트 망

BSS1(140)을 형성한다. 제2 연장된 서비스 세트 망 ESS2(130)는 제2 분산 시스템 스위치 DS2(114), 액세스 지점 AP2A

(132), 액세스 지점 AP2B(134), 액세스 지점 AP2C(136), 및 국(138)을 포함한다. 액세스 지점 AP2A(132), 액세스 지점

AP2B(134), 및 액세스 지점 AP2C(136)는 각각 유선 링크들(182, 184, 및 186)에 의해 제2 분산 시스템 스위치 DS2

(114)에 접속된다. 국(138)과 액세스 지점 AP2B(134)는 무선 링크(194)를 경유하여 접속되고 제2 기본 서비스 세트 망

BSS2(150)를 형성한다. 국(160)은 제1 연장된 서비스 세트 망 ESS1(120)의 액세스 지점 AP1C(126)와 제2 연장된 서비

스 세트 망 ESS2(130)의 액세스 지점 AP2A(132) 간에 핸드오프되는 처리 중이며, 이에 의해 2개의 무선 링크들(196 및

198)를 각각 액세스 지점 AP1C(126) 및 액세스 지점 AP2A(132)과 연관된다.

다양한 실시예들이 나타내어진다. 실시예에 나타낸 각각은 예를 들어 부가, 제거, 및/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부분들의

변경, 및/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부분들의 재배열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다양한 유형의 사용자 로밍이 상이한 유형들의 "인식"으로 동일한 클러스터에서 분산 시스템 스위치로부터 발생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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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에, 동일한 클러스터에서 분산 시스템 스위치들 간의 로밍은 802.11 재연합(reassociation)을 사용할 수 있다. 재

연합 패킷은 사용자가 로밍 전(roaming from) 액세스 지점의 어드레스를 포함한다. 분산 시스템 스위치는 모든 액세스 지

점 어드레스의 리스트(미리 분산될 수 있음), 및 AP가 부착되는 그 클러스터에서 특정 분산 시스템 스위치들을 갖는다. "로

밍 후(roamed to)" 분산 시스템 스위치는 "로밍 전(roamed from)" 분산 시스템 스위치를 직접적으로 접속할 수 있다.

또다른 경우에, 사용자는 802.11 관련 패킷을 보낼 수 있다. 분산 시스템 스위치는 사용자가 알게 되는지를(분리된 클라이

언트들의 실제 작업을 그것을 재연합 패킷에 보내지 않음)(매시간 사용자 입력 시스템을 브로드캐스트함) 요청하는 메시

지를 모든 다른 클러스터 구성원에게 보낼 수 있다.

도 2는 이동 중인 무선국의 검출에 응답하여 분산 시스템 스위치들 간에 터널링하는 VLAN을 포함하는 무선 근거리 통신

망 방법의 실시예를 나타낸다.

201에서, AAA 데이터는 무선국에 대응하여 생성된다. 이것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제1 가상 근거리 통신망에 접속되는 제

1 분산 시스템 스위치를 경유하여 무선국에 제1 가상 근거리 망의 데이터를 통신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다. 무선국에 대응

하는 AAA 데이터는 제1 분산 시스템 스위치에 저장될 수 있다. 무선국에 대응하는 AAA 데이터는 제2 분산 시스템 스위

치에 전송될 수 있다. 제2 분산 시스템 스위치는 무선국이 이동할 액세스 지점에 접속된다.

AAA 데이터는 키들과 같은 인증(authentication) 데이터; 즉 액세스 리스트 및 VLAN 연합 정보(예를 들어, 망 보안용),

및 사용자가 특정 분산 시스템 스위치 및/또는 액세스 지점에 접속되도록 허용되는지 여부와 같은 권한 검증(authrization)

데이터; 및 로밍(roam), 송신된 총 패킷들, 에러 패킷들 등을 포함하는 완전하거나 불완전한 세션 이력 등과 같은 과금

(accounting) 데이터를 포함한다.

220에서, 제1 가상 근거리 통신망의 데이터는 제1 분산 시스템 스위치를 경유하여 무선국에 통신된다. 이것은 적어도 부

분적으로 무선국이 제1 액세스 지점의 제1 무선 영역에서 제2 액세스 지점의 제2 무선 영역으로 이동하기 전에 발생한다.

제1 액세스 지점 및 제2 액세스 지점 양자는 무선 근거리 통신망에 속한다.

230에서, 이동하는 무선국이 검출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무선국이 무선 근거리 통신망에서 이동하는 것이 검출된다. 이동

은 제1 무선 영역에서 제2 무선 영역으로 이루어진다. 제1 무선 영역은 제1 액세스 지점에 대응하며, 제1 무선 영역의 무

선국들은 제1 액세스 지점과 관련될 수 있다. 제2 무선 영역은 제2 액세스 지점에 대응하며, 제2 무선 영역의 무선국들은

제2 액세스 지점과 관련될 수 있다. 제1 무선 영역 및 제2 무선 영역은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중첩할 수 있고, 및/또는 중

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 액세스 지점 및 제2 액세스 지점 양자는 무선 근거리 통신망의 액세스 지점들이다. 이동의 검출

은 이동의 논리적 검출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제2 액세스 지점은 무선국과의 성공적인 통신시 무선국의 이동을 검출한 것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동의 검출은 물리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선국의 이동은 무선국의 무선 방사의 측정들에 기초

하여 검출될 수 있다.

무선 근거리 통신망은 상호접속된 분산 시스템, 및 제1 액세스 지점 및 제2 액세스 지점과 같은 다수의 액세스 지점들을 포

함할 수 있다. 상호접속된 분산 시스템은 제1 분산 시스템 스위치 및 제2 분산 시스템 스위치와 같은 다수의 분산 시스템

스위치들을 포함할 수 있다. 제1 분산 시스템 스위치는 제1 액세스 지점에 접속된다. 제2 분산 시스템 스위치는 제2 액세

스 지점에 접속된다.

무선국은 무선 근거리 통신망의 적어도 제1 가상 근거리 통신망에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선국의 하나 이상의 사용

자들은 제1 가상 근거리 통신망의 사용자들일 수 있다. 제1 가상 근거리 통신망은 적어도 제1 분산 시스템 스위치에 접속

된다.

240에서, 무선국이 무선 근거리 통신망에서 이동 중인 것에 응답하여, 제1 가상 근거리 통신망은 제2 분산 시스템 스위치

에 터널링된다. 몇몇 실시예들에서는, 이러한 터널링은 제2 분산 시스템 스위치가 제1 가상 근거리 통신망에 접속되지 않

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터널링의 한 유형은 계층 2 가상 근거리 통신망 데이터의 계층 3 터널링을 포함한다. 터널링은

제1 가상 근거리 통신망의 데이터를 제2 분산 시스템 스위치를 경유하여 무선국에 통신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이것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무선국이 제1 무선 영역에서 제2 무선 영역으로 이동한 후에 발생할 수 있다. 터널링은 제1 분산 시스

템 스위치 및/또는 제3 분산 시스템 스위치로부터의 제1 가상 근거리 통신망의 터널링을 포함할 수 있다. 제3 분산 시스템

스위치는 제1 분산 시스템 스위치 및 제2 분산 시스템 스위치와 함께, 무선 근거리 통신망의 상호접속된 분산 시스템의 일

부일 수 있다. 제3 분산 시스템 스위치는 제1 가상 근거리 통신망에 접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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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이동 중인 무선국의 검출에 응답하여 분산 시스템 스위치들 사이에서의 AAA 데이터의 전송을 포함하는, 무선 근거

리 통신망 방법의 또다른 실시예를 나타낸다.

310에서, 제1 가상 근거리 통신망의 데이터는 제1 분산 시스템 스위치를 경유하여 무선국에 통신된다. 이것은 적어도 부

분적으로 무선국이 제1 액세스 지점의 제1 무선 영역에서 제2 액세스 지점의 제2 무선 영역으로 이동하기 전에 발생한다.

제1 액세스 지점 및 제2 액세스 지점 양자는 무선 근거리 통신망에 속한다.

320에서, 이동하는 무선국이 검출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무선국이 무선 근거리 통신망에서 이동하는 것이 검출된다. 이동

은 제1 무선 영역에서 제2 무선 영역으로 이루어진다. 제1 무선 영역은 제1 액세스 지점에 대응하며, 제1 무선 영역의 무

선국들은 제1 액세스 지점과 관련될 수 있다. 제2 무선 영역은 제2 액세스 지점에 대응하며, 제2 무선 영역의 무선국들은

제2 액세스 지점과 관련될 수 있다. 제1 무선 영역 및 제2 무선 영역은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중첩할 수 있고, 및/또는 중

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 액세스 지점 및 제2 액세스 지점 양자는 무선 근거리 통신망의 액세스 지점들이다. 이동의 검출

은 이동의 논리적 검출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제2 액세스 지점은 무선국과의 성공적인 통신시 무선국의 이동을 검출한 것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동의 검출은 물리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선국의 이동은 무선국의 무선 방사의 측정들에 기초

하여 검출될 수 있다.

무선 근거리 통신망은 상호접속된 분산 시스템, 및 제1 액세스 지점 및 제2 액세스 지점과 같은 다수의 액세스 지점들을 포

함할 수 있다. 상호접속된 분산 시스템은 제1 분산 시스템 스위치 및 제2 분산 시스템 스위치와 같은 다수의 분산 시스템

스위치들을 포함할 수 있다. 제1 분산 시스템 스위치는 제1 액세스 지점에 접속된다. 제2 분산 시스템 스위치는 제2 액세

스 지점에 접속된다.

무선국은 무선 근거리 통신망의 적어도 제1 가상 근거리 통신망에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선국의 하나 이상의 사용

자들은 제1 가상 근거리 통신망의 사용자들일 수 있다. 제1 가상 근거리 통신망은 적어도 제1 분산 시스템 스위치에 접속

된다.

330에서, 무선국이 무선 근거리 통신망에서 이동 중인 것에 응답하여, 무선국에 대응하는 AAA 데이터는 제2 분산 시스템

스위치에 전달될 수 있다. 무선국에 대응하는 AAA 데이터는 제1 분산 시스템 스위치에 저장될 수 있다. 몇몇 실시예들에

서는, 무선국에 대응하는 AAA 데이터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제1 가상 근거리 통신망의 데이터를 제1 분산 시스템 스위치

를 경유하여 무선국에 통신하기 전에 생성될 수 있다.

340에서, 제1 가상 근거리 통신망의 데이터는 제2 분산 시스템 스위치를 경유하여 무선국에 통신된다. 이것은 적어도 부

분적으로 무선국이 제1 무선 영역에서 제2 무선 영역으로 이동한 후에 발생한다. 몇몇 실시예들에서는, 제1 가상 근거리

통신망으로부터의 데이터를 제2 분산 시스템 스위치를 경유하여 통신하는 것은 데이터를 제1 분산 시스템 스위치를 경유

하여 통신하지 않고 발생할 수 있다.

도 4는 VLAN에 접속되고 VLAN에 접속되지 않은 분산 시스템 스위치들의 인식 및 분산 시스템 스위치들 사이의 VLAN

터널링을 포함하는, 무선 LAN 방법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다.

410에서, 통신을 시도하는 무선국이 검출된다. 통신 시도의 검출은 논리적 및/또는 물리적 검출일 수 있다. 더욱 구체적으

로, 무선국이 제1 액세스 지점을 경유하여 제1 VLAN(가상 근거리 통신망)과 통신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검출된다. 제1

액세스 지점은 무선 LAN(근거리 통신망)의 액세스 지점이다. 제1 액세스 지점은 무선 LAN의 제1 분산 시스템 스위치에

접속된다.

무선국의 통신 시도에 응답하여, 하나 이상의 이벤트들이 발생할 수 있다.

420에서, 무선국에 대응하는 AAA 데이터가 생성된다. 무선국에 대응하는 AAA 데이터는 제1 분산 시스템 스위치에 저장

될 수 있다.

430에서, 제1 분산 시스템 스위치가 제1 VLAN에 접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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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에서, 제2 분산 시스템 스위치가 제1 VLAN에 접속되어 있다는 것이 인식된다. 제1 분산 시스템 스위치 및 제2 분산

시스템 스위치는 무선 LAN의 상호접속된 분산 시스템의 적어도 일부이다. 무선국에 대응하는 AAA 데이터는 제2 분산 시

스템 스위치에 전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선국에 대응하는 AAA 데이터는 제1 분산 시스템 스위치에서 제2 분산 시스

템 스위치로 통신될 수 있다.

450에서, 제1 VLAN은 제2 분산 시스템 스위치에서 제1 분산 시스템 스위치로 터널링된다. 이것은, 무선국에 대응하는

AAA 데이터를 제1 분산 시스템 스위치에서 제2 분산 시스템 스위치로 통신한 후에 발생할 수 있다. 터널링은 계층 2

VLAN 데이터의 계층 3 터널링을 포함할 수 있다.

460에서, 터널링된 제1 VLAN의 데이터는 제1 분산 시스템 스위치를 경유하여 무선국에 통신된다. 이것은, 무선국에 대

응하는 AAA 데이터가 제1 분산 시스템 스위치에서 제2 분산 시스템 스위치로 통신된 후에 발생할 수 있다.

도 5A, 도 5B 및 도 5C는 VLAN 터널링 및 AAA 데이터 전송을 포함하는 실시예들을 도시한다.

도 5A에서, 무선국(510)은 액세스 지점 1(520)과의 무선 링크를 형성한다. 액세스 지점 1(520)은 분산 시스템 스위치 1

(530)에 접속된다. 무선국(510)에 대응하는 AAA 데이터(540)는 분산 시스템 스위치 1(530)에 있다. 무선국(510)은 분산

시스템 스위치 1(530)에 접속된 VLAN(550)과 연관되어 있다.

도 5B에서, 무선국(510)은 이동하여 다른 액세스 지점 2(560)와의 무선 링크를 형성한다. 액세스 지점 2(560)는 분산 시

스템 스위치 2(570)에 접속되어 있다. 무선국(510)에 대응하는 AAA 데이터(540)는 분산 시스템 스위치 2(570)에 있고,

AAA 데이터(540)는 분산 시스템 스위치 1(530)에서 전달되었을 수 있다. 분산 시스템 스위치 2(570)는 VLAN(550)에

접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VLAN(550)은 분산 시스템 스위치 1(530)에서 분산 시스템 스위치 2(570)로 터널링된다

(580). 이 터널(580)은 신규로 생성된 터널 또는 이미 존재하는 터널일 수 있다. 이것은 계층 2 VLAN의 계층 3 터널링일

수 있다.

따라서, 도 5A 및 도 5B는, AAA 데이터 VLAN 접속에 주의하면서, 무선국(510)이 분산 시스템 스위치 1(530)에서 분산

시스템 스위치 2(570)로 무결절성으로 로밍(seamless roam)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도 5C는 도 5B의 대안을 나타내고 있다. 분산 시스템 스위치 1(530)에서 분산 시스템 스위치 2(570)로의 무선국(510)의

무결정성 로밍은, VLAN 터널(580)이 분산 시스템 스위치 1(530)로부터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분산 시스템 스위치

1(530), 분산 시스템 스위치 2(570), 및 분산 시스템 스위치 3(590)은 VLAN이 어느 분산 시스템 스위치에 접속되어 있는

지에 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클러스터의 일부일 수 있다. VLAN(550)은 분산 시스템 스위치 1(530)과 분산 시스템 스

위치 3(590) 양방에 접속되어 있다. 무선국(510)이 분산 시스템 스위치 1(530)에서 분산 시스템 스위치 2(570)로 로밍하

면, VLAN(550)은 분산 시스템 스위치 3(590)에서 분산 시스템 스위치 2(570)로 터널링된다(580).

클러스터들은 또한 다른 분산 시스템 스위치들의 공지된 IP 어드레스들, 및/또는 부착된 액세스 지점들의 어드레스들과 같

은, 동일한 클러스터 내의 다른 분산 시스템 스위치들에 관한 정보를, 동일한 클러스터 내의 다른 분산 시스템 스위치들과

공유할 수 있다.

도 6A 및 도 6B는 AAA 전송은 포함하지 않고 VLAN 터널링은 포함하는 실시예를 도시한다.

도 6A에서, 분산 시스템 스위치 1(630)은 VLAN이 어느 분산 시스템 스위치에 접속되어 있는지를 그 클러스터 내의 다른

분산 시스템 스위치들로부터 알아낸다. 이것에 의해, 분산 시스템 스위치 1(630)은 VLAN(650)이 분산 시스템 스위치 2

(670)에 접속되어 있다는 정보를 가진다. 무선국(610)은 분산 시스템 스위치 1(630)에 접속된 액세스 지점(620)과 무선

링크를 형성한다. 분산 시스템 스위치 1(630)은 AAA 데이터(640)에서 무선국(610)이 VLAN(650)으로 접속해야 한다는

것을 판정한다.

도 6B에서, 분산 시스템 스위치 1(630)은 분산 시스템 스위치 1(630)이 VLAN(650)에 접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분산

시스템 스위치 2(670)가 VLAN(650)에 접속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VLAN(650)에 대하 분산 시스템 스위치 2(670)

에서 분산 시스템 스위치 1(630)로의 VLAN 터널(680)이 이용된다.

도 6A 및 도 6B의 끝에서, 무선국(610)은 분산 시스템 스위치 1(630)과의 무선 링크 및 VLAN(650)에의 접속을 형성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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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A 및 도 7B는 VLAN 터널링은 갖지 않고 AAA 전송은 갖는 실시예를 도시한다.

도 7A에서, 무선국(710)은 분산 시스템 스위치 1(730)에 부착된 액세스 지점(720)과의 무선 링크를 형성한다. 무선국

(710)은 분산 시스템 스위치 1(730)에서 AAA 상태(740)를 가진다. 무선국(710)은 VLAN(750)과 연관되어 있으며,

VLAN(750)은 분산 시스템 스위치 1(730)에 부착되어 있다.

도 7B에서, 무선국(710)은 분산 시스템 스위치 2(770)에 부착된 액세스 지점 2(760)에 로밍한다. 분산 시스템 스위치 2

(770)는 무선국(710)이 분산 시스템 스위치 1(730)에 접속된 액세스 지점으로부터 인 것을 인식한다. 무선국(710)에 대한

AAA 상태(740)는 분산 시스템 스위치 1(730)로부터 전달된다. VLAN(750)이 이미 분산 시스템 스위치 2(770)에 접속되

어 있기 때문에, VLAN 터널링은 일어나지 않는다.

다른 실시예에서, 무선국은 제1 분산 시스템 스위치에 접속된 제1 액세스 지점과의 무선 접속을 가진다. 사용자가 제2 분

산 시스템 스위치에 접속된 제2 액세스 지점에 로밍하는 동안, 패킷들이 제1 액세스 지점에 도달하고, 예를 들어 제1 액세

스 지점 및/또는 제1 분산 시스템 스위치에서 큐잉(queuing)된다. 사용자가 제2 분산 시스템 스위치에의 로밍을 종료하면,

패킷들은 그 대기열(queue)로부터 추출되고, 제2 분산 시스템 스위치에 부착된 제2 액세스 지점에서 그 사용자를 위한 전

송 대기열 내에 삽입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WLAN의 예시적인 전개를 나타내는 도.

도 2는 이동 중인 무선국의 검출에 응답하여 분산 시스템 스위치들 간에 터널링하는 VLAN을 포함하는 무선 근거리 통신

망의 일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

도 3은 이동 중인 무선국의 검출에 응답하여 분산 시스템 스위치들 간의 AAA 데이터 전달을 포함하는 무선 근거리 통신망

방법의 또다른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

도 4는 VLAN에 접속되거나 접속되지 않은 분산 시스템 스위치들, 및 분산 시스템 스위치들 간에 터널링하는 VLAN을 인

식하는 것을 포함하는 무선 근거리 통신망 방법의 또다른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

도 5A, 5B, 및 5C는 VLAN 터널링 및 AAA 데이터 전송을 갖는 실시예들의 예시들을 나타내는 도.

도 6A 및 6B는 VLAN 터널링은 갖지만, AAA 전송은 갖지 않는 일 실시예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

도 7A 및 7B는 AAA 전송은 갖지만, VLAN 터널링은 갖지 않는 일 실시예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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