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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선 ＡＶ 기기의 채널 선택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무선 AV 기기의 채널 선택 방법에 관한 것으로, 무선 AV 기기가 동작 가능한 무선 채널 Channel_SET와 모니

터링 할 무선 채널 Monitoring_Channel_SET를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무선 AV 기기의 동작 모드를 스테이션 모드로 설

정하는 단계와, 상기 Monitoring_Channel_SET의 각 채널을 스캐닝 하는 단계와, 상기 스캐닝으로 무선 네트워크 및 무선

잡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와, 상기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Channel_SET의 각 채널에 대하여 채널 선택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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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파라미터의 수치를 계산하는 단계와, 상기 Channel_SET 각 채널의 파라미터 수치를 채널 선택 기준에 적용하여

최적의 채널을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무선 AV 기기를 액세스 포인트 모드로 전환하여 상기 최적의 채널로 무선 네트워크

를 구성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무선 환경이 가장 양호한 채널에 무선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 AV 기기가 동작 가능한 무선 채널 Channel_SET와 모니터링 할 무선 채널 Monitoring_Channel_SET를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Monitoring_Channel_SET의 각 채널의 무선 네트워크 및 무선 잡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와,

상기 수집한 무선 네트워크 및 무선 잡음에 대한 정보를 근거로 상기 Channel_SET의 각 채널에 대하여 채널 선택의 기준

이 되는 파라미터의 수치를 계산하는 단계와,

상기 Channel_SET 각 채널의 파라미터 수치를 근거로 최적의 채널을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무선 AV 기기를 액세스 포인트 모드로 전환하여 상기 최적의 채널로 무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여기서, 상기 파라미터의 수치를 계산하는 단계는,

기준 채널과 가장 근접한 간섭채널과의 주파수상 거리를 뜻하는 파라미터 distance, 무선 랜 스펙트럼 마스크 범위에 해당

하는 채널 내의 무선 네트워크의 개수를 뜻하는 파라미터 numBSS_adj, 동일 채널의 레거시(legacy) 무선 네트워크의 개

수를 뜻하는 파라미터 numBSS_adj_legacy, 기준 채널에 대한 간섭채널의 상대적인 위치를 뜻하는 파라미터

interferers_loc, 기준 채널과 가장 근접한 간섭채널이 위치한 채널의 무선 네트워크의 개수를 뜻하는 파라미터 numBSS_

nearest, 무선 랜 스펙트럼 마스크에 의해 보정된 간섭채널의 최대 수신신호세기를 뜻하는 파라미터 maxRSSI_nearest

및 기준 채널의 중심 주파수를 뜻하는 파라미터 freq의 수치를 계산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AV 기

기의 채널 선택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AV 기기가 동작 가능한 무선 채널 Channel_SET와 모니터링 할 무선 채널 Monitoring_

Channel_SET를 선택하는 단계는,

상기 Channel_SET의 모든 채널과, Channel_SET의 채널과 중첩되는 채널을 포함시켜 Monitoring_Channel_SET의 무

선 채널로 선택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AV 기기의 채널 선택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Monitoring_Channel_SET의 각 채널을 스캐닝 하는 단계는,

능동 스캐닝 또는 수동 스캐닝에 의하며, 능동 스캐닝이 무선 AV 기기의 표준 규격으로 허용되고 동일 통신 규격을 따르는

타 무선 기기와 통신하는 경우 능동 스캐닝을 실시하고, 동일 통신 규격을 따르지 않는 타 무선 기기와 통신하는 경우 수동

스캐닝을 실시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AV 기기의 채널 선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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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스캐닝으로 무선 네트워크 및 무선 잡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는,

무선 네트워크 정보로서 스캐닝한 각 채널 당 한 개 이상의 네트워크의 종류 및 수신신호강도를 수집하고, 무선 잡음 정보

로서 스캐닝한 각 채널 당 한 개의 잡음 신호 강도를 수집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AV 기기의 채널

선택 방법.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파라미터 distance를 계산하는 단계는,

무선 네트워크 가운데 중심 주파수가 freq 이하이면서 가장 큰 값을 가지는 채널의 중심 주파수와 노이즈가 위치한 채널

가운데 중심 주파수가 freq 이하이면서 가장 큰 채널의 중심 주파수 중에서 큰 값을 가지고, 무선 네트워크 또는 노이즈가

감지되지 않았을 경우 -∞값을 가지는 freq_left를 계산하는 단계와,

무선 네트워크 가운데 중심 주파수가 freq 이상이면서 가장 작은 채널의 중심 주파수와 노이즈가 위치한 채널 가운데 중심

주파수가 freq 이상이면서 가장 작은 채널의 중심 주파수 중에서 작은 값을 가지고, 무선 네트워크 또는 노이즈가 감지되

지 않았을 경우 ∞값을 가지는 freq_right를 계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AV 기기의

채널 선택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파라미터 distance를 계산하는 단계는,

파라미터 distance의 수치가 freq와 freq_left의 차와 freq와 freq_right의 차 중에서 작은 값을 갖도록 계산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AV 기기의 채널 선택 방법.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파라미터 interferers_loc를 계산하는 단계는,

상기 파라미터 interferers_loc의 수치가 freq_left가 -∞이고 freq_right가 ∞이면 None, freq_left가 -∞이고 freq_right

가 ∞가 아니거나 또는 freq_left가 -∞이 아니고 freq_right가 ∞이면 OneSide, 상기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BothSides의 값을 갖도록 계산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AV 기기의 채널 선택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파라미터 interferers_loc는,

None, Oneside, BothSides의 순으로 채널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AV 기기의 채널 선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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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파라미터 maxRSSI_nearest를 계산하는 단계는,

기준 채널의 중심 주파수에 대한 스펙트럼 마스크 상의 위치에 따라, 기준 채널의 무선 네트워크 가운데 측정된 최대 수신

신호세기 maxRSSI를 보정하고, 상기 보정한 maxRSSI 중에서 최대값을 갖도록 계산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AV 기기의 채널 선택 방법.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파라미터들은,

파라미터 distance, numBSS_adj, numBSS_adj_legacy, interferers_loc, numBSS_nearest, maxRSSI_nearest, freq의

순으로 채널 선택 기준의 우선순위를 갖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AV 기기의 채널 선택 방법.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파라미터 numBSS_adj, numBSS_adj_legacy, numBSS_nearest, maxRSSI_nearest 및 freq는 작을수록, 파라미터

distance는 클수록 채널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AV 기기의 채널 선택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무선 AV 기기의 채널 선택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무선 AV 기기가 스테이션 모드에서 동작 가능한 채널 범위

내에서 주변 채널 환경을 모니터링하여 최적의 채널을 선택할 수 있게 한 무선 AV 기기의 채널 선택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들어, 영상, 음악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무선으로 전송하는 AV(Audio Video) 기기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각종 무선 환경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핫 스팟 서비스(Hot Spot Service) 제공 장치, 무선 랜이 장착 된

개인용 컴퓨터, 코드리스 폰(Cordless Phone), 마이크로웨이브 오븐(Microwave Oven) 등 여러 통신 및 비통신 장비가

무선 AV기기의 사용에 필요한 채널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들 장비는 수시로 온/오프 되기 때문에 동작 시간(Duration)을 예측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이와 같은 무선 환경에 무선

AV 기기가 적응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무선 AV 기기가 멀티미디어 컨텐츠 전송을 위한 QoS(Quality of Service)

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데이터 통신에 있어서, 지연시간 및 처리량(Throughput)에 대한 요구조건이 엄격하지 않다. 예를 들어, 사용자

가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파일을 전송받는 경우, 무선 채널의 전송 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전송 속도가 떨어지더라도

파일을 전송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선 AV 기기를 통해 AV 데이터를 전송 받는 경우 QoS 요구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AV 데이터의 전송 시작조

차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AV 기기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8Mbps로 인코딩

(Encoding) 된 동영상을 스트리밍(Streaming)할 때 무선 채널이 8Mbps라는 QoS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사용

자는 동영상을 전혀 감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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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랜의 경우 무선 채널의 선택은 AP(Access Point)가 각 국가에서 허용된 채널 세트(Set) 중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기

존 무선 AV 기기는 무선 채널 선택 시 수동 채널 선택 또는 자동 채널 선택의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채택한다.

여기서, 수동 채널 선택은 AP 최초 시동 시 사용자가 수동적으로 채널을 선택하는 것이고, 자동 채널 선택은 AP가 최초 시

동 시 채널을 자동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대개 채널 별 액티버티(Activity) 등 단순한 조건을 기반으로 선택한다. 자동 채널

선택에 있어서, 5GHz대 무선 랜(IEEE 802.11a)의 경우 주로 유럽 국가의 규격에 따라 다이나믹 채널 선택(Dynamic

Channel Selection)에 의하는 IEEE 802.11h를 지원하기도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에 있어서, 상기 자동 채널 선택은 무선 AV 기기의 전송 품질의 보존보다는 레이더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다이나믹 채널 선택을 지원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표준 알고리즘 없이 설계자가 직접 구현하여, 양질

의 AV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하여 창안한 것으로, 채널 선택 기준을 구비하고 각 채널을 스캐닝한 결과를

이용해 최적의 채널로 무선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무선 AV 기기의 채널 선택 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무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무선 AV 기기의 동작 방법에 있어서, 무선 AV 기

기가 동작 가능한 무선 채널 Channel_SET와 모니터링 할 무선 채널 Monitoring_Channel_SET를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무선 AV 기기의 동작 모드를 스테이션 모드로 설정하는 단계와, 상기 Monitoring_Channel_SET의 각 채널을 스캐닝 하

는 단계와, 상기 스캐닝으로 무선 네트워크 및 무선 잡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와, 상기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Channel_SET의 각 채널에 대하여 채널 선택의 기준이 되는 파라미터의 수치를 계산하는 단계와, 상기 Channel_SET 각

채널의 파라미터 수치를 채널 선택 기준에 적용하여 최적의 채널을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무선 AV 기기를 액세스 포인트

모드로 전환하여 상기 최적의 채널로 무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무선 AV 기기의 채널 선택 방법을 보여주는 흐름도로서, 도 1에 의한 흐름도를 도 2 내지 도 4를 참

조하여 설명한다.

도 2는 2.4GHz 대 IEEE802.11 스트래들드 채널의 예시도이고, 도 3은 2.4GHz 대 IEEE802.11b/g의 스펙트럼 마스크의

파형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도 4는 무선 랜 채널 측정의 예시도이다.

우선, 무선 AV 기기가 동작을 시작하면(S100) 무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기인 Master_DEV를 부팅한다(S101).

Master_DEV는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동작할 수 있는 무선 채널을 선택하며 그 무선 채널인 채널 세트 Channel_SET는

Channel_SET={Ch_1, Ch_2, ..., Ch_N}으로 표현할 수 있다(S102).

그 다음, Master_DEV가 동작하는 무선 규격에 따라, 모니터링 할 채널 세트 에 해당하는 모니터링 채널 세트

Monitoring_Channel_SET를 결정한다. 여기서, 모니터링 채널 세트는 채널 세트를 포함하도록 하며, 예컨대 Ch_A, Ch_

B, ..., Ch_X가 채널 세트와 중첩될 수 있는 채널이라고 할 때, 모니터링 채널 세트는 수식 Monitoring_Channel_

SET=Channel_SET∪{Ch_A, Ch_B, ..., Ch_X}를 성립한다(S103).

일반적으로, 개별 채널들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고,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중첩(Straddled Band Planning)된다. 예

를 들어, Master_DEV가 Ch_1부터 Ch_N까지 동작할 경우, Ch_N의 대역은 이보다 큰 Ch_(N+1), Ch_(N+2), ... 등의

대역과 중첩될 수 있다. 따라서, 모니터링 채널 세트는 Channel_SET={1, 2, ...,11}일 경우, Monitoring_Channel_SET=

{1, 2, ...,11}∪{12, 13}={1, 2, ..., 12, 13}으로 구성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모니터링할 채널 세트를 결정하면, Master_DEV의 모드를 스테이션(Station)으로 설정한다(S104). 그리고

Master_DEV가 Monitoring_Channel_SET 내의 각 채널에 대하여 능동(Active) 또는/그리고 수동(Passive) 스캐닝을 실

시하여(S105), 각 채널 별 무선 네트워크 및 잡음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다(S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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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스캐닝한 각 채널 별로 감지된 무선 네트워크에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는, 예컨대 IEEE 802.11a, IEEE 802.11b와

같은 네트워크의 종류 및 일반적으로 dBm 단위로 표시되는 수신신호강도(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 RSSI)

에 관한 정보가 된다. 또한, 스캐닝한 각 채널 별로 감지된 무선 잡음에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로는, 일반적으로 dBm 단위

로 표시되는 잡음신호강도(Noise Figure: NF)가 해당된다. 이 때, 잡음신호강도는 임계 잡음값보다 낮은 값은 무시하고

큰 값만을 기록한다.

상기 스캐닝에 의해 감지된 무선 네트워크는 채널 당 여러 개가 측정될 수 있는 반면, 무선 잡음은 채널 당 한 개의 값만이

측정된다. 예를 들어, 채널 1의 경우, RSSI가 -50dBm인 IEEE 802.11b와 RSSI가 -40dBm인 IEEE 802.11b/g가 측정될

수 있고, 채널 2의 경우 RSSI가 -74dBm인 IEEE 802.11b/g와 -54dBm의 NF가 측정될 수 있다.

Master_DEV가 능동 스캐닝을 할 수 있고 이를 표준 규격으로 허용하면, Master_DEV가 능동 스캐닝을 실시하여 타 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다. 그러나 능동 스캐닝은 동일한 통신 규격에 따르는 무선 통신 기기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수동 스캐닝도 실시하여 타 무선 규격을 따르는 무선 네트워크 정보와 비통신용 기기의 무선 잡음에 대한 정

보를 수집한다.

이어서, 상기 능동 또는 수동 스캐닝에 의해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채널 세트 Channel_Set의 각 채널 CH에 대하여 하기

표 1의 파라미터를 계산한다(S107).

[표 1]

순위 파라미터 정의 판단기준

1 distance 가장 가까운 간섭채널로부터의 주파수상 거리 클수록 좋음

2 numBSS_adj 인접 채널 내의 무선 네트워크의 개수 작을수록 좋음

3 numBSS_adj_legacy 인접 채널 내의 11b 노드가 있는 무선 네트워크 개수 작을수록 좋음

4 interferers_loc 간섭채널의 위치
None, Oneside,

BothSides 순으로 좋음

5 numBSS_nearest 가장 가까운 간섭채널가 위치한 채널의 무선 네트워크 개수작을수록 좋음

6 maxRSSI_nearest 스펙트럼 마스크에 의해 보정된 간섭RSSI의 최대값 작을수록 좋음

7 freq 주파수 작을수록 좋음

상기 표 1은 채널을 선택하기 위한 파라미터들의 정의, 순위 및 해당 파라미터의 판단 기준을 표시한 것으로, 상기 표 1에

의해 채널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스캐닝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각 파라미터들의 수치를 계산하는 과정이 선행되

어야 한다.

첫째로, 파라미터 distance는 가장 가까운 간섭채널로부터 해당 채널 CH의 주파수상 거리를 뜻하며, distance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freq, freq_left 및 freq_right의 수치가 필요하다.

freq는 채널 CH의 중심 주파수(Hz)이고, freq_left는 무선 네트워크 가운데 중심 주파수(Hz)가 freq 이하이면서 가장 큰

값을 가지는 채널의 중심 주파수와, 노이즈가 위치한 채널 가운데 중심 주파수가 freq 이하이면서 가장 큰 채널의 중심 주

파수(Hz) 중에서 큰 값을 뜻하며, 무선 네트워크 또는 노이즈가 감지되지 않았을 경우 -∞가 되고, freq_left는 freq가 될

수 있다. 그리고, freq_right는 무선 네트워크 가운데 중심 주파수가 freq 이상이면서 가장 작은 채널의 중심 주파수(Hz)

와, 노이즈가 위치한 채널 가운데 중심 주파수가 freq 이상이면서 가장 작은 채널의 중심 주파수(Hz) 중에서 작은 값을 뜻

하며, 무선 네트워크 또는 노이즈가 감지되지 않았을 경우 ∞가 되고, freq_right는 freq가 될 수 있다. 도 4를 참조하여 예

를 들면, CH10일 때 freq_left는 CH7의 중심 주파수이고, CH2일 때 freq_right는 CH5의 중심 주파수이며, CH10일 때

freq_right는 ∞이다.

그에 따라, freq, freq_left 및 freq_right의 수치가 얻어지면, distance는 채널 CH의 중심 주파수 freq와 freq_left의 차

와, freq와 freq_right의 차 중에서 작은 값(Hz)이 된다. 예를 들어, 도 4에서 CH가 8일 때의 distance는 CH8의 중심주파

수(freq)에서 CH7의 중심주파수(freq_left)를 뺀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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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파라미터 numBSS_adj는 현 채널의 중심 주파수를 기준으로 스펙트럼 마스크(Spectrum Mask)가 영향을 미치는

채널 범위 내에 있는 무선 네트워크의 개수를 뜻한다. 이는, 채널 CH의 무선 네트워크의 개수 numBSS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802.11의 경우 채널 CH의 간격은 5MHz이나, 30dBm 감쇄 기준 대역폭은 22MHz이다.

이 때, 현 채널 중심을 전후하여 2개(N=2)의 채널을 고려할 수 있고, N 값은 구현 시 결정할 수 있다.

여기서, N은 채널 플랜(Channel Plan)이 스트래들드 플래닝(Straddled Planning)되어 있을 때 현 채널과 중첩된 인접 채

널의 개수 N을 정의하며, 현재 채널의 좌우 N개의 채널을 고려한다.

만약 N이 2, CH6인 경우 4, 5, 6, 7, 8번 채널에 있는 무선 네트워크의 개수를 고려한다. 따라서 도 4의 예시도를 참조하

여 계산하면, CH1일 때의 numBSS_adj는 1이 되고, CH6일 때의 numBSS_adj는 4가 된다.

셋째로, 파라미터 numBSS_adj_legacy는 현 채널 CH의 중심 주파수를 기준으로 스펙트럼 마스크가 미치는 범위의 채널

내에 있는 저속 채널 속도를 지원하는 레거시 무선 네트워크의 개수를 뜻하며, numBSS_legacy를 이용해 계산한다.

상기 numBSS_legacy는 동일 채널/밴드를 사용하며 본 발명에 의해 구성한 네트워크보다 저속 채널 속도를 지원하는 레

거시(legacy) 무선 네트워크의 개수를 뜻한다. 예를 들어 본 발명에 의해 구성할 무선 네트워크가 802.11b(최대 채널 속도

11Mbps)라면, 레거시 표준을 따르는 무선 네트워크는 802.11(최대 채널 속도 2Mbps)이 된다. 그리고 본 발명에 의해 구

성한 무선 네트워크가 802.11g(최대 채널 속도 54Mbps)라면, 레거시 표준을 따르는 무선 네트워크는 802.11 또는

802.11b가 된다.

이에 따라, numBSS_legacy 값을 얻으면 numBSS를 이용해 numBSS_adj를 구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numBSS_adj_

legacy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도 4에서 N이 2일 때 CH6의 numBSS_adj_legacy는 2가 된다.

넷째로, 파라미터 interferers_loc은 간섭채널의 위치를 뜻하는 것으로서, freq_left=-∞이고 freq_right=∞일 때 None의

값을 갖고, freq_left=-∞이고 freq_right≠∞거나 또는 freq_left≠-∞이고 freq_right=∞일 때 OneSide의 값을 가지며,

상기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BothSides의 값을 갖는다. 도 4을 참조하여 예를 들면, CH5일 때 interferers_loc는

BothSides, CH11일 때 OneSide의 값을 갖는다.

다섯째로, 파라미터 numBSS_nearest는 현 채널을 포함하여 가장 가까운 간섭 신호가 위치한 채널의 무선 네트워크의 개

수를 뜻하는 것으로, numBSS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도 4에서 CH10일 때 numBSS_nearest는 1이 되고, CH6

일 때 numBSS_nearest는 2가 된다.

여섯째로, 파라미터 maxRSSI_nearest는 스펙트럼 마스크에 따라 추정한 각 무선 네트워크가 CH에 미치는 RSSI 추정치

가운데 최대치를 뜻하며, maxRSSI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maxRSSI는 채널 CH인 무선 네트워크 가운데 감지된

최대 수신 신호 세기(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를 뜻하는 것으로, 도 4를 참조하면 CH6일 때 maxRSSI는 -

48dBm이 된다.

상기와 같은 maxRSSI를 이용해 maxRSSI_nearest를 계산하는 예를 도 3의 스펙트럼 마스트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2.4GHz 대 802.11 네트워크의 경우 현재 채널의 중심주파수 fc=X(GHz)에 무선 네트워크가 위치하고 CH의 중심 주파수

가 fc의 ±11MHz 안에 있을 때 RSSI추정치는 maxRSSI가 되고, fc가 ±11MHz~±22MHz에 위치한다면 RSSI추정치는

RSSI측정치에서 30dBm을 뺀 값이 되며, CH의 중심 주파수가 fc로부터 22MHz 이상 떨어져 있다면, RSSI추정치는 RSSI

측정치에서 50dBm를 뺀 값이 된다. 이 때, maxRSSI_nearest는 각 CH에 대해 계산한 RSSI추정치 가운데 최대치가 된다.

따라서, 도 4의 CH11일 경우를 예로 들면, maxRSSI_nearest는 -57dBm에서 30dBm을 뺀 -87dBm이 된다.

부가적으로, RSSI_TH는 무선 AV 기기의 수신 감도를 고려한 것으로 측정 가능한 최저 RSSI값(dBm)을 뜻하며, 모든 신

호 강도 RSSI 측정값 또는 추정값이 RSSI_TH보다 작을 경우 해당 측정값 또는 추정값은 RSSI_TH로 대체된다.

상기와 같은 Channel_SET의 각 계수를 이용해 상기 표 1의 각 파라미터 수치를 구하면, 표 1의 순위 및 판단 기준에 따라

채널을 선택한다(S108). 즉, 표 1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각 채널의 파라미터 수치를 차례로 비교하고, 판단 기준에 따라 비

교 대상이 되는 채널 간의 우열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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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판단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distance의 수치는 해당 채널이 간섭채널로부터 주파수상 먼 거리에 있어

야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으므로 클수록 좋고, numBSS_adj 수치는 무선 네트워크가 개수가 많을수록 트래픽이 많은 가능

성이 높으므로 작을수록 좋으며, numBSS_adj_legacy 수치는 11b 노드가 많을수록 로우 레이트 노드(low rate node)에

의한 영향이 심해지므로 작을수록 좋다. 또한, interferers_loc 수치는 간섭채널이 기준 채널 양쪽에 있을 경우 한쪽에 있

을 경우에 비하여 간섭채널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None, Oneside, Bothside의 순으로 좋고, numBSS_nearest는 가장

가까운 간섭 채널에 무선 네트워크 개수가 적을수록 그로인한 영향을 적게 받으므로 작을수록 좋다. 그리고, maxRSSI_

nearest는 보정된 RSSI 값이 작을수록 간섭채널로부터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 가능성이 높으므로 작을수록 좋고, freq는

저주파수일수록 투과력이 좋으므로 작을수록 좋다.

예를 들면 1순위인 distance에 대하여, 동일한 최소 distance를 가진 2개 이상의 채널이 존재하여 최적의 채널이 선택되

지 않는 경우, 2순위인 numBSS_adj를 비교한다. 즉, 하위 순위는 상위 순위에서 타이(Tie)가 발생하였을 때 타이 브레이

커(Tie Breaker) 역할을 한다. 마지막 비교 대상인 7순위의 freq는 다른 채널이 동일한 중심 주파수를 갖지 않으므로, 표

1에 따라 최적의 채널 1개가 선택된다.

그 다음, Master_DEV의 모드를 스테이션(Station)에서 액세스 포인트(Access Point)로 전환하고(S109) 앞서 선택한 최

적의 채널로 무선 네트워크를 구성한다(S110).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인지하여 최적의 채널을 선택하는 무선 AV 기기의 채

널 선택 방법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첫째, 무선 환경이 가장 양호한 채널에 무선 네트워크를 구성하므로 무선 AV 기기의 경우 QoS 조건을 만족시켜 양질의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데이터 통신 기기에 적용하여 파일 전송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둘째, 본 발명은 간섭채널과 무선 기기 네트워크와의 주파수상의 거리를 채널을 선택하기 위한 최우선 조건으로 하여, 무

선 기기가 혼재되어 있는 환경에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셋째, 802.11h가 요구되는 규격 도메인에서 802.11의 다이나믹 채널 선택(Dynamic Channel Selection)을 구현하기 위

한 알고리즘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넷째, 무선 AV 기기, 무선 데이터 통신 기기 등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다양한 가전제품 및 정보 기기를 적용하여, 최적

의 무선 환경 하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무선 AV 기기의 채널 선택 방법을 보여주는 흐름도.

도 2는 2.4GHz 대 IEEE802.11 스트래들드 채널의 예시도.

도 3은 2.4GHz 대 IEEE802.11b/g 스펙트럼 마스크의 파형도.

도 4는 무선 랜 채널 측정의 예시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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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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