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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무선 단말 사이에서 액세스 포인트를 개재시키지 않는 애드혹(ad hoc)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통신을 행하는 무

선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무선 단말은 통신 상대방 무선 단말로부터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비컨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

부와, 상기 수신부에서 수신한 비컨 신호에 포함되는 네트워크 식별 정보를 추출하는 추출부와, 상기 추출한 네트워크 식

별 정보를 자동 설정하는 설정부와, 상기 설정부에서 설정된 네트워크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통신 상대방 무선 단말

에 통신 요구를 송신함으로써 세션을 확립하는 세션 확립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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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단말 사이에서 액세스 포인트(access point)를 개재시키지 않는 애드혹 네트워크(ad hoc network)를 구축하여 통신

을 행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무선 단말은,

통신 상대방 무선 단말로부터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비컨(beacon)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 수단과,

상기 수신 수단에서 수신한 비컨 신호에 포함되는 네트워크 식별 정보를 추출(抽出)하는 추출 수단과,

상기 추출한 네트워크 식별 정보를 자동 설정하는 설정 수단과,

상기 설정 수단에서 설정된 네트워크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통신 상대방 무선 단말에 통신 요구를 송신함으로써 세션

(session)을 확립하는 세션 확립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무선 단말과 상기 통신 상대방 무선 단말은,

공통의 소수(素數)와 원시원(原始元)을 유지하는 유지 수단과,

난수(亂數) 발생 수단과,

상기 난수 발생 수단에서 발생된 난수 및 상기 유지 수단에 유지된 소수와 원시원을 이용하여 상기 무선 단말과 상기 통신

상대방 무선 단말 사이에서 통신을 행함으로써 공통 암호 키를 생성하는 공통 암호 키 생성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무선통신 시스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상대방 무선 단말은,

복수개의 상기 무선 단말로부터의 통신 요구를 수신했을 때에 미리 설정된 정보에 의거하여 상기 무선 단말에 대하여 선택

적으로 통신 허가 신호를 송신하는 통신 조정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통신 시스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상대방 무선 단말은,

상기 공통 암호 키를 통신 요구를 행한 무선 단말의 식별 정보와 대응하여 기억하는 기억 수단을 더 구비하고,

상기 무선 단말과의 재접속 처리 시에, 상기 기억 수단에 기억된 공통 암호 키 및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접속을 확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통신 시스템.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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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단말 사이에서 액세스 포인트를 개재시키지 않는 애드혹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통신을 행하는 통신 장치에 있어서,

통신 상대방 무선 단말로부터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비컨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 수단과,

상기 수신 수단에서 수신한 비컨 신호에 포함되는 네트워크 식별 정보를 추출하는 추출 수단과,

상기 추출한 네트워크 식별 정보를 자동 설정하는 설정 수단과,

상기 설정 수단에서 설정된 네트워크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통신 상대방 무선 단말에 통신 요구를 송신함으로써 세션

을 확립하는 세션 확립 수단과,

상기 통신 상대방 무선 단말과 공통의 소수와 원시원을 유지하는 유지 수단과,

난수 발생 수단과,

상기 난수 발생 수단에서 발생된 난수 및 상기 유지 수단에 유지된 소수와 원시원을 이용하여 상기 통신 상대방 무선 단말

과의 사이에서 통신을 행함으로써 공통 암호 키를 생성하는 공통 암호 키 생성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세션 확립 수단에 의해 확립한 세션에서 상기 공통 암호 키를 이용하여 통신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6.

무선 단말 사이에서 액세스 포인트를 개재시키지 않는 애드혹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통신을 행하는 통신 제어 방법에 있어

서,

상기 무선 단말은,

통신 상대방 무선 단말로부터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비컨 신호를 수신 수단에서 수신하고,

상기 수신 수단에서 수신한 비컨 신호에 포함되는 네트워크 식별 정보를 추출 수단에서 추출하며,

상기 추출한 네트워크 식별 정보를 설정 수단에서 자동 설정하고,

상기 설정 수단에서 설정된 네트워크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통신 상대방 무선 단말에 통신 요구를 송신함으로써 세션

확립 수단에 의해 세션을 확립하며,

상기 무선 단말 사이에서 공통의 소수와 원시원을 유지 수단에 의해 유지하고,

난수 발생 수단에서 발생된 난수 및 상기 유지 수단에 유지된 소수와 원시원을 이용하여 상기 무선 단말과 상기 통신 상대

방 무선 단말 사이에서 통신을 행함으로써 공통 암호 키를 공통 암호 키 생성 수단에서 생성하며,

상기 세션 확립 수단에 의해 확립한 세션에서 상기 공통 암호 키를 이용하여 통신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제어

방법.

청구항 7.

무선 단말 사이에서 액세스 포인트를 개재시키지 않는 애드혹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통신을 행하는 통신 제어를 컴퓨터에

실행시키는 통신 제어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 매체로서,

통신 상대방 무선 단말로부터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비컨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 스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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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신 스텝에서 수신한 비컨 신호에 포함되는 네트워크 식별 정보를 추출하는 추출 스텝과,

상기 추출한 네트워크 식별 정보를 자동 설정하는 설정 스텝과,

상기 설정 스텝에서 설정된 네트워크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통신 상대방 무선 단말에 통신 요구를 송신함으로써 세션

을 확립하는 세션 확립 스텝과,

상기 무선 단말 사이에서 공통의 소수와 원시원을 유지하는 유지 스텝과,

난수 발생 스텝과,

상기 난수 발생 스텝에서 발생된 난수 및 상기 유지 스텝에 의해 유지된 소수와 원시원을 이용하여 상기 무선 단말과 상기

통신 상대방 무선 단말 사이에서 통신을 행함으로써 공통 암호 키를 생성하는 공통 암호 키 생성 스텝을 포함하고,

상기 세션 확립 스텝에 의해 확립한 세션에서 상기 공통 암호 키를 이용하여 통신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제어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 매체.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중계 기기(액세스 포인트)의 개재 없이 무선 단말(스테이션)끼리로 구성되는 접속 형태(애드혹 네트워크(ad

hoc network))에서 데이터의 수수(授受)를 행하는 무선통신 시스템 및 통신 장치 및 통신 제어 방법 및 통신 제어 프로그

램에 관한 것이며, 상세하게는 무선 LAN 독자(獨自) 설정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한 무선통신 시스템 및 통신 장치 및 통신

제어 방법 및 통신 제어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다.

최근, PC(Personal Computer), PDA(Personal Digital Assistance), 프린터 등 복수의 단말을 무선 접속하고, LAN

(Local Area Network)을 구축하는 기술로서 무선 LAN이 알려져 있다. 그 규격 중 하나로서 IEEE 802.11(IEEE

802.11a/b/g)이 있다.

이 IEEE 802.11 규격에 의해 무선 LAN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에는, 무선 단말(스테이션)만으로 구성되는 애

드혹 네트워크와, 중계 기기(액세스 포인트)를 통하여 스테이션끼리나 유선 LAN 상의 기기와 통신을 행하는 인프라스트

럭처(infrastructure) 네트워크가 있다.

무선 LAN 접속할 경우, 인증에는 SSID(Service Set Identifier), 암호에는 WEP(Wired Equivalent Privacy) 등 무선

LAN 독자 설정을 사전에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들 특별한 설정 조작을 필요로 하지 않고, 무선 LAN 접속하기 위한 설정을 자동적으로 실행하는 기술로서 일본국 공개

특허2003-229872호 공보의 「통신 장치 및 방법, 기록 매체, 프로그램」이 개시되어 있다.

이 일본국 공개특허2003-229872호 공보의 발명은 스테이션이 IC(Integrated Circuit) 카드에 기록되어 있는 로컬 네트워

크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정보에 따라 네트워크 설정을 실행함으로써, 사용자에 의한 특별한 설정 조작을 필요로 하지 않

고, 무선 접속을 위한 설정을 자동적으로 행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국 공개특허2003-229872호 공보의 발명은 네트워크 설정을 기억하여 두는 IC 카드 등의 기록 매체나, 상기

IC 카드로부터 설정의 판독을 행하는 판독 장치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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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종래 무선 LAN으로 구성한 네트워크에서는, 번잡한 케이블의 부담이 없어(케이블리스) 단말의 설치나 이동이 자

유롭다는 등의 이점(利點)이 있는 반면, 설정 조작이 번잡하다는 점이나 보안성(security)의 취약이 문제시되었다.

그리고, 무선 LAN의 보안성을 강화하는 기능으로서는 크게 (a)액세스 제어, (b)데이터 암호화의 2종류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자(前者) (a)에는 MAC(Media Access Control) 어드레스 필터링 기능, RADIUS(Remote Authentication

Dial-In User Service) 서버에 의한 사용자 인증 기능 등이 있는데, MAC 어드레스 등록의 경우는, MAC 어드레스는 무선

의 프레임 상에 평문(平文)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툴(tool)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취득할 수 있어 스푸핑(spoofing)이

가능해진다.

또한, RADIUS 서버를 이용한 경우는, 액세스 포인트에 접속하여 온 사용자를 RADIUS 서버가 인증하고, 액세스의 가부

(可否)를 판단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애드혹 네트워크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한편, 후자 (b)에는 WEP에 의한 암호화 등이 있는데, WEP은 RC4(Ron's Code 4)라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채용하고 있으

며, 데이터의 비닉(秘匿), 개찬(改竄), 위조, 스푸핑 방지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WEP 키가 수동으로 설정된 후 변

경되지 않으면, 모든 스테이션이 동일한 키를 사용하여 접속과 인증을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악의가 있는 사용자가 WEP

키를 부정하게 입수하고, 암호 해독법을 구사하여 WEP 키를 도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IPsec(IP Security) 등에 의해 통신 시의 IP 패킷을 암호화한다는 방법도 들 수 있지만, 이 경우, 스테이션의 처리 부

하가 증대된다는 문제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래서, 본 발명은 상기 문제점을 감안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무선 LAN 독자 설정을 세션(session) 확립 시에 스테이션끼

리에서 자동적으로 행하는 무선통신 시스템 및 통신 장치 및 통신 제어 방법 및 통신 제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일 형태는 무선 단말 사이에서 액세스 포인트를 개재시키지 않는 애드혹 네트워크

를 구축하여 통신을 행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무선 단말은 통신 상대방 무선 단말로부터 정기적으로 발생되

는 비컨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부와, 상기 수신부에서 수신한 비컨 신호에 포함되는 네트워크 식별 정보를 추출하는 추출부

와, 상기 추출한 네트워크 식별 정보를 자동 설정하는 설정부와, 상기 설정부에서 설정된 네트워크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통신 상대방 무선 단말에 통신 요구를 송신함으로써 세션을 확립하는 세션 확립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형태는 무선 단말 사이에서 액세스 포인트를 개재시키지 않는 애드혹(ad hoc)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통신

을 행하는 통신 장치에 있어서, 통신 상대방 무선 단말로부터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비컨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부와, 상기

수신부에서 수신한 비컨 신호에 포함되는 네트워크 식별 정보를 추출하는 추출부와, 상기 추출한 네트워크 식별 정보를 자

동 설정하는 설정부와, 상기 설정부에서 설정된 네트워크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통신 상대방 무선 단말에 통신 요구

를 송신함으로써 세션을 확립하는 세션 확립부와, 상기 통신 상대방 무선 단말과 공통의 소수(素數)와 원시원(原始元)을

유지하는 유지부와, 난수(亂數) 발생부와, 상기 난수 발생부에서 발생된 난수 및 상기 유지부에 유지된 소수와 원시원을 이

용하여 상기 통신 상대방 무선 단말과의 사이에서 통신을 행함으로써 공통 암호 키를 생성하는 공통 암호 키 생성부를 구

비하고, 상기 세션 확립부에 의해 확립한 세션에서 상기 공통 암호 키를 이용하여 통신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형태는 무선 단말 사이에서 액세스 포인트를 개재시키지 않는 애드혹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통신을 행하

는 통신 제어 방법에 있어서, 상기 무선 단말은 통신 상대방 무선 단말로부터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비컨 신호를 수신부에

서 수신하고, 상기 수신부에서 수신한 비컨 신호에 포함되는 네트워크 식별 정보를 추출부에서 추출하며, 상기 추출한 네

트워크 식별 정보를 설정부에서 자동 설정하고, 상기 설정부에서 설정된 네트워크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통신 상대방

무선 단말에 통신 요구를 송신함으로써 세션 확립부에 의해 세션을 확립하며, 상기 무선 단말 사이에서 공통의 소수와 원

시원을 유지부에 의해 유지하고, 난수 발생부에서 발생된 난수 및 상기 유지부에 유지된 소수와 원시원을 이용하여 상기

무선 단말과 상기 통신 상대방 무선 단말 사이에서 통신을 행함으로써 공통 암호 키를 공통 암호 키 생성부에서 생성하며,

상기 세션 확립부에 의해 확립한 세션에서 상기 공통 암호 키를 이용하여 통신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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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 다른 형태는 무선 단말 사이에서 액세스 포인트를 개재시키지 않는 애드혹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통신을 행하

는 통신 제어를 컴퓨터에 실행시키는 통신 제어 프로그램으로서, 통신 상대방 무선 단말로부터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비컨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 스텝과, 상기 수신 스텝에서 수신한 비컨 신호에 포함되는 네트워크 식별 정보를 추출하는 추출 스

텝과, 상기 추출한 네트워크 식별 정보를 자동 설정하는 설정 스텝과, 상기 설정 스텝에서 설정된 네트워크 식별 정보를 이

용하여 상기 통신 상대방 무선 단말에 통신 요구를 송신함으로써 세션을 확립하는 세션 확립 스텝과, 상기 무선 단말 사이

에서 공통의 소수와 원시원을 유지하는 유지 스텝과, 난수 발생 스텝과, 상기 난수 발생 스텝에서 발생된 난수 및 상기 유

지부에 유지된 소수와 원시원을 이용하여 상기 무선 단말과 상기 통신 상대방 무선 단말 사이에서 통신을 행함으로써 공통

암호 키를 생성하는 공통 암호 키 생성 스텝을 포함하고, 상기 세션 확립 스텝에 의해 확립한 세션에서 상기 공통 암호 키

를 이용하여 통신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무선 LAN 통신을 행하기 위한 SSID 설정이나 WEP 키 설정 등의 무선 LAN 독자 설정을 세션 확립 시

에 스테이션끼리에서 자동적으로 행하도록 구성했기 때문에, 무선 LAN 설정 시에서의 번잡한 조작이 불필요해진다.

또한, 무선 LAN 경로 상에 암호 키가 흐르지 않아 안전하게 암호 키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성이 향상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 시스템 및 통신 장치 및 통신 제어 방법 및 통신 제어 프로그램의 실시예에 대해서 첨부 도

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실시예 1>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실시형태의 일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며, 본 발명에 따른 통신 장치를 적용한 프린터(10) 및 퍼

스널 컴퓨터(20)의 내부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에 도시된 프린터(10) 및 퍼스널 컴퓨터(20)는 액세스 포인트를 개재시키지 않고 기기끼리가 직접 무선통신을 행한다.

소위 애드혹 모드에 의한 통신이 가능하며, 각각 본 발명에 따른 통신 장치(100)가 내부에 설치되어 있다.

이 통신 장치(100)의 통신 제어에 의해 프린터(10)와 퍼스널 컴퓨터(20) 사이의 통신은 IEEE 802.11 규격에 준거한 무선

LAN 통신을 행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무선통신 시에서의 WEP에 의한 암호화 처리 시에, 그 암호 키로 되는 WEP 키

의 생성 및 교환 처리에 DH(Diffie-Hellman) 키 공유 방식을 채용한다.

프린터(10)는 퍼스널 컴퓨터(20)와 무선통신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퍼스널 컴퓨터(20)로부터 인쇄 지시를 접수하면, 상

기 인쇄 지시에 의거하여 인쇄 처리를 행한다. 또한, 프린터(10)는 내부에 통신 장치(100-1)와, 퍼스널 컴퓨터(20)로부터

송신되는 인쇄 지시에 포함되는 인쇄 데이터를 해석하여 데이터 전개하는 인쇄 데이터 전개부(11)와, 상기 인쇄 데이터 전

개부(11)에서 전개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출력부(12)를 구비하여 구성된다.

퍼스널 컴퓨터(20)는 액정 디스플레이 등의 표시용 디바이스와 키보드 및 마우스 등의 입력용 디바이스를 구비하고 있으

며, 표시용 디바이스에 표시된 무선 접속 가능 스테이션을 입력 디바이스에 의해 선택한다는 조작을 행할 수 있다. 또한,

퍼스널 컴퓨터(20)는 내부에 통신 장치(100-2)와, 상술한 표시 디바이스에 해당하는 표시부(21)와, 상술한 입력 디바이스

에 해당하는 조작부(22)를 구비하여 구성된다.

여기서, 프린터(10) 및 퍼스널 컴퓨터(20)에 설치되는 통신 장치(100)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한, 통신 장치(100-1) 및 통

신 장치(100-2)는 설정 상황 등에 따라 동작적인 차이는 다소 있지만, 그 이외의 점에서는 대략 동일한 기능을 갖는 통신

장치(100)이다.

통신 장치(100)는 각종 처리 기능부로서, DH 키 공유 방식에 의한 암호 키 생성 시에 사용하는 소수(P) 및 원시원(g)을 기

억하는 기억부(101)와, DH 키 공유 방식에 의한 암호 키 생성 시에 사용하는 난수를 발생시키는 난수 발생부(102)와, 상기

난수 발생부(102)로부터 취득한 정보에 의거하여 DH 키 공유 방식에 의해 암호 키를 생성하는 공통 키 생성부(103)와, 사

전에 설정된 SSID(네트워크 식별 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무선 LAN 접속을 확립하는 자동 접속 확립부(104)와, 통

신 장치(100)를 통괄 제어하는 제어부(105)와, 무선으로 타(他)장치와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페이스 장치인 무선통

신부(106)를 구비하여 구성된다.

상술한 기억부(101)에서 기억하는 소수(P) 및 원시원(g)은 프린터(10) 및 퍼스널 컴퓨터(20)에서 공통의 값으로 한다. 이

상이 본 발명에 따른 프린터(10) 및 퍼스널 컴퓨터(20)의 내부 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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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도 1에 나타낸 프린터(10) 및 퍼스널 컴퓨터(20)에서의 통신 제어 방법의 동작을 설명하는 순서도이다.

상술한 프린터(10) 및 퍼스널 컴퓨터(20) 사이의 접속 확립은 Beacon, Probe Response 패킷의 수수(授受)에 의해 실시

된다. 우선, 프린터(10)의 자동 접속 확립부(104-1)가 무선통신부(106-1)를 통하여 Beacon 패킷을 정기적으로 송출한다

(스텝 S101). 이 Beacon 패킷은 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SSID를 포함하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이 SSID는 기억부

(101-1)에서 사전에 유지된다.

한편, 퍼스널 컴퓨터(20)는 Beacon 패킷 수신 대기 상태이며, 프린터(10)로부터 송출된 Beacon 패킷을 무선통신부(106-

2)에서 수신한 경우에는(스텝 S102), 수신한 Beacon 패킷으로부터 자동 접속 확립부(104-2)에 의해 SSID를 추출하는 동

시에(스텝 S103), Probe Response를 생성하여 송신한다(스텝 S104). 이 때, 복수의 스테이션으로부터 Beacon 패킷이

송출되어 있었을 경우는, 사전에 등록한 우선 정보에 따른 자동 선택, 전파 강도가 강한 스테이션이 우선되는 자동 선택,

또는 표시용 디바이스에 무선 접속 가능 단말을 표시하여 수동에 의한 선택 등에 의해 스테이션이 선택된다.

퍼스널 컴퓨터(20)로부터의 Probe Response를 무선통신부(106-1)에서 수신한 프린터(10)는 자동 접속 확립부(104-1)

에서 자(自)장치로의 접속 요구라고 인식하면, 퍼스널 컴퓨터(20)와의 통신을 접수하고(스텝 S105), 무선통신부(106-1)

를 통하여 통신 가능의 Acknowledge를 회신한다(스텝 S106). 그리고, 퍼스널 컴퓨터(20)는 무선통신부(106-2)를 통하

여 Acknowledge를 수신한다(스텝 S107). 이것에 의해, 프린터(10) 및 퍼스널 컴퓨터(20) 사이의 Join이 확립된다.

상술한 스텝 S107까지의 처리가 Join 확립 처리이며, 스텝 S108 이후의 처리에서 공통 암호 키 생성 처리를 설명한다.

Join이 확립되면, 퍼스널 컴퓨터(20)의 난수 발생부(102-2)에서 난수(X)를 생성한다(스텝 S108). 그 결과를 받아 공통 키

생성부(103-2)는 난수(X)와 기억부(101-2)로부터 취출(取出)한 소수(P)와 원시원(g)을 이용하여 계산식 「a=g^X(mod

P)」를 계산한다(스텝 S109). 그리고, 퍼스널 컴퓨터(20)의 자동 접속 확립부(104-2)가 무선통신부(106-2)를 통하여 계

산의 결과 얻어진 값 a를 프린터(10)로 송신한다(스텝 S110).

한편, 프린터(10)는 무선통신부(106-1)를 통하여 값 a를 수신하면(스텝 S111), 퍼스널 컴퓨터(20)와 동일하게 난수 발생

부(102-1)에서 난수(Y)를 생성한다(스텝 S112). 그 결과를 받아 공통 키 생성부(103-1)는 난수(Y)와 기억부(101-1)로부

터 취출한 소수(P)와 원시원(g)을 이용하여 계산식 「b=g^Y(mod P)」를 계산한다(스텝 S113). 그리고, 프린터(10)의 자

동 접속 확립부(104-1)가 무선통신부(106-1)를 통하여 계산의 결과 얻어진 값 b를 퍼스널 컴퓨터(20)로 송신한다(스텝

S114).

이어서, 프린터(10)는 공통 키 생성부(103-1)에서 상기 값을 이용하여 계산식 「a^Y(mod P)」 또는 「g^(XY)(mod P)」

를 계산함으로써 공통 암호 키를 생성한다(스텝 S115).

또한, 퍼스널 컴퓨터(20)는 무선통신부(106-2)를 통하여 값 b를 수신하면(스텝 S116), 공통 키 생성부(103-2)에서 상기

값을 이용하여 계산식 「b^X(mod P)」 또는 「g^(XY)(mod P)」를 계산함으로써 공통 암호 키를 생성한다(스텝 S117).

또한, 계산식 「a^Y(mod P)」 및 「b^X(mod P)」 및 「g^(XY)(mod P)」는 동일한 계산 결과가 얻어진다.

상술한 스텝 S117까지의 처리가 공통 암호 키 생성 처리이며,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DH 키 공유 방식에 의해 암호 키를

생성하기 때문에, 무선 LAN 경로 상에 암호 키가 흐르지 않아 안전하게 암호 키를 공유할 수 있으므로, 보안성이 향상된

다.

상술한 공통 암호 키 생성 처리가 종료되면, 다음으로 인증 처리를 행한다(스텝 S118). 구체적으로는, 상술한 공통 암호 키

생성 처리에서 생성된 공통 암호 키를 이용하여 프린터(10) 및 퍼스널 컴퓨터(20) 각각의 제어부(105)가 SSID 등을 포함

하는 인증 정보의 암호화를 행한다. 그리고, 자동 접속 확립부(104)가 그 암호화된 인증 정보의 교환을 행함으로써 인증 처

리가 실행된다.

인증 결과 정상인 경우에는, 프린터(10)와 퍼스널 컴퓨터(20) 사이에서의 무선통신이 개시되고, 예를 들어 퍼스널 컴퓨터

(20)로부터 프린터(10)로 인쇄 지시가 실행되거나 하여, 일련의 통신 처리(세션)가 실행된다(스텝 S119). 상기 세션이 종

료되면(스텝 S120), 프린터(10)는 SSID를 포함하는 Beacon의 송출을 다시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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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는, 무선 LAN 통신을 행하기 위한 인증 처리에서의 SSID 설정이나 암호화 처리에서의

WEP 키 설정 등의 무선 LAN 독자 설정을 세션 확립 시에 스테이션끼리에서 자동적으로 행하도록 구성했기 때문에, 무선

LAN 설정 시에서의 번잡한 조작이 불필요해진다.

또한, 무선 LAN 경로 상에 암호 키가 흐르지 않아 안전하게 암호 키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성이 향상된다.

또한, 상기 실시예에서는 본 발명을 애드혹 네트워크에 적용한 경우를 설명했지만, 이것에 한정되지 않아, 중계 기기(액세

스 포인트)를 통하여 접속되는 인프라스트럭처 네트워크에 적용할 수도 있다.

<실시예 2>

상기 실시예 1에서는 프린터(10)와 퍼스널 컴퓨터(20)가 피어 투 피어(peer to peer)로 접속되어 있는 경우를 설명했지만,

실시예 2에서는 프린터(10)를 복수개의 스테이션(퍼스널 컴퓨터(20))에 의해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실시형태에 대해

서 설명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통신 장치(100)를 적용한 프린터(10) 및 복수개의 퍼스널 컴퓨터(20a, 20b: 이하 20이라고 총칭함)

로 구성한 무선 LAN 네트워크의 전체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또한, 실시예 1을 설명한 상기 도 1에 나타낸 것과 동일

한 부호의 것은 대략 동일하게 동작하고 내부 구성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 설명을 생략한다. 퍼스널 컴퓨터(20a) 및 퍼스널

컴퓨터(20b)는 실시예 1을 설명한 상기 도 1의 퍼스널 컴퓨터(20)와 동일한 것이다.

도 5는 도 4에 나타낸 프린터(10) 및 퍼스널 컴퓨터(20)에서의 통신 제어 방법의 동작을 설명하는 순서도이다. 또한, 여기

서는, 퍼스널 컴퓨터(20a)의 각 처리 기능부에 대해서는 부호의 맨 뒤에 「-2」를 부가하고, 퍼스널 컴퓨터(20b)의 각 처

리 기능부에 대해서는 부호의 맨 뒤에 「-3」을 부가하여 설명한다. 예를 들어 퍼스널 컴퓨터(20a)의 제어부는 105-2로

나타내고, 퍼스널 컴퓨터(20b)의 제어부는 105-3으로 나타낸다.

상술한 프린터(10) 및 퍼스널 컴퓨터(20) 사이의 접속 확립은 Beacon, Probe Response 패킷의 수수에 의해 실시된다. 우

선, 프린터(10)의 자동 접속 확립부(104-1)가 무선통신부(106-1)를 통하여 Beacon 패킷을 정기적으로 송출한다(스텝

S201). 이 Beacon 패킷은 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SSID를 포함하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이 SSID는 기억부(101-1)에

서 사전에 유지된다.

한편, 퍼스널 컴퓨터(20b)는 Beacon 패킷 수신 대기 상태이며, 프린터(10)로부터 송출된 Beacon 패킷을 무선통신부

(106-3)에서 수신한 경우에는(스텝 S202), 수신한 Beacon 패킷으로부터 자동 접속 확립부(104-3)에 의해 SSID를 추출

하는 동시에(스텝 S203), Probe Response를 생성하여 송신한다(스텝 S204). 이 때, 복수의 스테이션으로부터 Beacon

패킷이 송출되어 있었을 경우는, 사전에 등록한 우선 정보에 따른 자동 선택, 전파 강도가 강한 스테이션이 우선되는 자동

선택, 또는 표시용 디바이스에 무선 접속 가능 단말을 표시하여 수동에 의한 선택 등에 의해 스테이션이 선택된다.

퍼스널 컴퓨터(20b)로부터의 Probe Response를 무선통신부(106-1)에서 수신한 프린터(10)는 자동 접속 확립부(104-

1)에서 자장치로의 접속 요구라고 인식하면, 퍼스널 컴퓨터(20b)와의 통신을 접수하고(스텝 S205), Beacon 패킷의 송출

을 정지하는 동시에(스텝 S206), 무선통신부(106-1)를 통하여 통신 가능의 Acknowledge를 회신한다(스텝 S207). 그리

고, 퍼스널 컴퓨터(20b)는 무선통신부(106-3)를 통하여 Acknowledge를 수신한다(스텝 S208). 이것에 의해, 프린터(10)

및 퍼스널 컴퓨터(20b) 사이의 Join이 확립된다.

또한, 퍼스널 컴퓨터(20a)도 동일하게, 프린터(10)로부터 Beacon 패킷을 무선통신부(106-2)에서 수신하고(스텝 S212),

수신한 Beacon 패킷으로부터 자동 접속 확립부(104-2)에 의해 SSID를 추출하는 동시에 (스텝 S213), Probe Response

를 생성하여 송신하지만(스텝 S214), 프린터(10)에서는 이미 퍼스널 컴퓨터(20b)와 Join을 확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

Probe Response를 무시한다. 또한, 프린터(10)는 Beacon 패킷의 송출도 정지하기 때문에, 퍼스널 컴퓨터(20a)와는 Join

의 확립을 행할 수 없는 상태로 된다. 이것에 의해, 타장치에 의한 인터럽트(interrupt) 처리를 금지할 수 있다. 즉, 퍼스널

컴퓨터(20a)를 통신 대기 상태로 할 수 있다.

Join이 확립된 프린터(10) 및 퍼스널 컴퓨터(20b) 사이에서는, 상기 실시예 1에서 설명한 처리와 동일한 공통 암호 키 생

성 처리(스텝 S209) 및 인증 처리(스텝 S210)가 실행되며, 인증 결과 정상인 경우에는, 퍼스널 컴퓨터(20b)의 제어부

(105-3)가 공통 암호 키 생성 처리에서 생성된 공통 암호 키를 이용하여 MAC 어드레스의 암호화를 행하고, 무선통신부

(106-3)를 통하여 프린터(10)로 송신한다(스텝 S211). 그리고, 암호화된 MAC 어드레스를 무선통신부(106-1)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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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한 프린터(10)는 제어부(105-1)에서 공통 암호 키를 이용하여 복호화하는 동시에(스텝 S212), 기억부(101-2)에 공

통 암호 키와 MAC 어드레스를 관련지어 세션 정보로서 등록한다(스텝 S213). 이 세션 정보는 일련의 세션이 종료되어 다

시 프린터(10) 및 퍼스널 컴퓨터(20b) 사이에서 통신을 개시할 때에 사용되는 것이며, 이 세션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통신

개시가 용이해진다.

세션 정보의 등록 처리 후, 예를 들어 퍼스널 컴퓨터(20b)로부터 프린터(10)로 인쇄 지시가 실행되거나 하여 일련의 통신

처리(세션)가 실행되고(스텝 S214), 상기 세션이 종료되면(스텝 S215), 프린터(10)는 SSID를 포함하는 Beacon의 송출을

다시 개시한다(스텝 S216).

여기서, Beacon 패킷 수신 대기 상태의 퍼스널 컴퓨터(20a)는 프린터(10)로부터 송출된 Beacon 패킷을 무선통신부

(106-2)에서 수신하고, Join 확립 등의 소정의 처리를 거쳐 접속 확립한 후, 일련의 통신 처리가 종료되면(스텝 S218), 프

린터(10)는 다시 Beacon의 송출을 행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실시예 2에서는, 복수개의 스테이션(퍼스널 컴퓨터(20))으로부터 특정 스테이션(프린터(10))에 대하여

동시에 통신 요구가 실행되어도, 프린터(10)에 조정(arbitration)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최적의 통신 순서를 제공할 수 있

다.

또한, 상기 실시예 2에서 설명한 프린터(10)의 조정 기능의 우선 순위는 사전에 등록한 우선 정보에 따른 자동 선택, 전파

강도가 강한 스테이션이 우선되는 자동 선택, 또는 표시용 디바이스에 무선 접속 가능 단말을 표시하여 수동에 의한 선택

등의 방법에 의해 선택되지만, 이것에 한정되지 않아, 최적의 통신 순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히 방법은 문제삼

지 않는다.

또한, 상기 실시예 1 및 상기 실시예 2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통신 장치를 프린터(10) 및 퍼스널 컴퓨터(20)에 적용함으로

써 실시하는 경우를 설명했지만, 상기 설명한 통신 제어 처리를 컴퓨터에 인스톨(install)된 통신 제어 프로그램에 의해 실

행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에 나타낸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아, 그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변형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예를 들어 본 발명에 따른 통신 장치를 퍼스널 컴퓨터 및 프린터 이외에도 적용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무선통신 시스템 및 통신 장치 및 통신 제어 방법 및 통신 제어 프로그램은 애드혹 네트워크에서 통신을 행하는

통신 장치 전반에 적용할 수 있으며, 특히 무선 LAN 독자 설정을 자동화했기 때문에, 모바일 단말 등을 외부에서 효과적으

로 이용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통신 장치를 적용한 퍼스널 컴퓨터(20) 및 프린터(10)의 내부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도 1에 나타낸 퍼스널 컴퓨터(20) 및 프린터(10)에서의 통신 제어 방법의 동작을 설명하는 순서도.

도 3은 Beacon 패킷(packet)의 구성 내용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

도 4는 실시예 2에서의 본 발명에 따른 전체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5는 실시예 2에서의 통신 제어 방법의 동작을 설명하는 순서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프린터 11 인쇄 데이터 전개부

12 출력부 20 퍼스널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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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표시부 22 조작부

100 통신 장치 104 자동 접속 확립부

105 제어부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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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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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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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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