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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선 랜에서 소프트 로밍 방법 및 이를 위한 스테이션

(57) 요약

무선 랜에서 소프트 로밍 방법과 소프트 로밍을 기능을 갖는 스테이션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무선 랜에서 소프트 로밍 방법은 제1 AP와 결합한 스테이션이 지속적으로 채널을 바꿔가며 다른

채널을 스캐닝하여 AP 정보를 얻는 단계와, 다른 AP와의 결합 조건이 성립되면, 상기 스테이션이 상기 AP 정보를 이용하

여 제2 AP를 선택하는 단계, 및 상기 스테이션이 상기 제2 AP에 결합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4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 AP와 결합한 스테이션이 지속적으로 채널을 바꿔가며 채널 스캐닝을 수행하여 AP 정보를 얻는 단계;

다른 AP와의 결합 조건이 성립되면, 상기 스테이션이 상기 AP 정보를 이용하여 제2 AP를 선택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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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스테이션이 상기 제2 AP에 결합을 요청하는 단계; 및

상기 스테이션이 상기 제2 AP로부터 결합 응답을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무선 랜에서 소프트 로밍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캐닝은 수동 스캐닝인 무선 랜에서 소프트 로밍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AP는 상기 채널 스캐닝을 통해 얻은 AP 정보 중에서 채널 환경이 가장 좋은 채널 환경을 갖는 AP인 무선 랜에서

소프트 로밍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다른 AP와의 결합 조건은 상기 제1 AP의 채널 환경이 기준값 이하가 될 때 성립되는 무선 랜에서 소프트 로밍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P 정보는 상기 채널 스캐닝 과정에서 수신되는 현재 스캐닝 중인 채널의 AP 신호의 세기인 무선 랜에서 소프트 로

밍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P 정보는 상기 채널 스캐닝 과정에서 현재 스캐닝 중인 채널의 AP가 전송한 상기 AP에 연결된 멤버 스테이션의 수

에 대한 정보인 무선 랜에서 소프트 로밍 방법.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무선 매체를 통해 전송되는 RF 신호를 수신하여 기저대역의 디지털 신호를 얻고, 기저대역의 송신 디지털 신호를 RF 신호

로 변환하여 상기 무선 매체를 통해 전송하는 스테이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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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무선 매체를 통해 전송되는 RF 신호를 분리하는 RF 스플리터; 및

상기 RF 스플리터로부터 분리된 RF 신호를 받아, 소정의 시간간격으로 대역통과 필터링 주파수를 바꾸어 가며 상기 분리

된 RF 신호를 대역통과 필터링하여 각 채널을 스캐닝하는 채널 스캐너를 포함하는 스테이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스캐너는 수동 스캐닝에 의해 각 채널을 스캐닝하는 스테이션.

청구항 10.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실행시키기 위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매체.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무선 랜 통신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무선 랜에서 소프트 로밍 방법 및 소프트 로밍 기능을 갖는 스

테이션에 관한 것이다.

통신 및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에 따라 최근의 네트워크 환경은 동축케이블 또는 광 케이블과 같은 유선 매체를 이용하는

유선 네트워크 환경으로부터 다양한 주파수 대역의 무선 신호를 이용하는 무선 네트워크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에 따

라, 무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모듈을 포함하고 이동성(mobility)이 가능하며, 다양한 정보를 처리하여 특정한 기능을 수

행하는 컴퓨팅 장치(이하, '무선 네트워크 장치'라고 한다)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무선 네트워크 장치들이 효

율적으로 통신을 하기 위한 무선 네트워크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무선 네트워크 중에서 상업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이 IEEE 802.11 표준(ISO/IEC 8802-11:1999(E) IEEE Std

802.11, 1999 edition)에 규정된 무선 랜(Wireless Local Area Network)이다. 802.11 네트워크의 기본 단위는 기본 서

비스 셋(Basic Service Set; 이하, BSS라 함)이다. 통신은 무선 매체의 전파 특성(propagation characteristic)에 의하여

정의되어지는 영역안에서 이루어진다. 스테이션이 BSS 영역에 있을 때에는 스테이션은 다른 장치들과 통신을 할 수 있다.

BSS는 두 종류가 있는데, 이는 도 1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을 참조하면, BSS는 독립 BSS와 인프라스트럭쳐 BSS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독립 BSS를 살펴보면, 스테이션은 BSS 내에 있는 다른 스테이션들과 직접 통신을 한다. 예를 들면, 스테이션 A는 스

테이션 B와 통신을 할 수 있고, 스테이션 B는 스테이션 C와 통신을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스테이션 C는 스테이션 A 또는

스테이션 B와 통신을 할 수 있다. 스테이션은 무선 네트워크에 결합하여 컴퓨팅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배터리

에 의해 동작하는 노트북이나 PDA 등은 이러한 스테이션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반드시 휴대 가능한 장치에 스테이션이 한

정되는 것은 아니며, BSS를 구성하고 무선으로 다른 장치들과 통신할 수 있는 장치, 예를 들면 데이스탑 컴퓨터도 스테이

션에 해당할 수 있다.

인프라스트럭쳐 BSS는 액세스 포인트(Access Point; 이하, AP라 함)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립 BSS와 구별된다.

AP란 802.11 네트워크와 다른 유선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유-무선 브리징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를 말한다. AP는 스테이

션이 전송한 802.11 프레임을 유선 네트워크 프레임으로 변환하고 변환된 프레임을 유선 네트워크로 전송한다. 또한,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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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선 네트워크로부터 전송되는 프레임을 802.11 프레임으로 변환하고 변환된 프레임을 수신 스테이션에게 전송한다.

한편, 인프라스트럭쳐 BSS에서 스테이션간의 통신은 모두 AP를 거쳐야 한다. 예를 들면, 스테이션 A가 스테이션 B에 데

이터를 전송하려면, 스테이션 A는 데이터를 실은 프레임을 AP에 전송하고, AP는 데이터를 실은 프레임을 스테이션 B에

전송해준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스테이션 C가 스테이션 B에 전송하는 데이터는 AP를 거쳐 스테이션 B에 전송된다.

이와 같은 BSS를 이용하여 조그만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무선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으나 BSS들을 연결하여 임의의 규

모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802.11 표준은 확장 서비스 셋(Extended Service Set; 이하, ESS라 함)을

허용하고 있는데, 도 2는 이러한 ESS의 일 예이다.

도 2를 참조하면, ESS는 복수의 BSS들(BSS1, BSS2, BSS3, BSS4, BSS5)을 포함한다. BSS의 커버리지는 다른 BSS의

커버리지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으나, 두 커버리지가 겹칠 수도 있다. 각 BSS는 AP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BSS1은 AP1

을, BSS2는 AP2를, BSS3은 AP3을, BSS4는 AP4를, BSS5는 AP5를 포함한다. 인접하는 BSS들은 서로 다른 채널을 사

용하기 때문에, BSS간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다. 802.11 표준에서는 각 채널은 다른 채널과 구별되는 주파수 대역을 갖

기 때문에 다른 채널을 갖는 BSS들간에는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다. ESS에서 BSS들은 유선 백본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백

본 네트워크는 라우터를 통해 인터넷과 연결된다. 따라서, 어느 BSS에 속한 스테이션은 ESS의 백본 네트워크와 라우터를

거쳐 인터넷과 접속할 수 있다.

도 3은 이와 같은 BSS를 통해 무선으로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는 스테이션의 구성을 보여준다.

스테이션은 무선 매체를 통해 RF(Radio Frequency) 신호를 송신하거나 무선 매체를 통해 RF 신호를 수신하는 안테나

(310)와, 수신되는 RF 신호 중에서 감도가 좋은 RF 신호를 선택하는 스위치(320)와, 수신된 RF 신호를 수신된 IF

(Intermediate Frequency) 신호로 변환시키고 송신 IF 신호를 송신 RF 신호로 변환시키는 RF 및 IF 변환기(330)와, 수신

된 IF 신호를 복조하여 수신된 기저대역(Base Band)의 디지털 신호를 얻고 기저대역의 송신 디지털 신호를 변조하여 송신

IF 신호를 생성하는 모뎀(340)과, 수신된 기저대역의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여 MAC(Medium Access Control) 프로세서

(360)로 데이터를 전달하거나 MAC 프로세서(360)으로부터 데이터를 전달받아 기저대역의 송신 디지털 신호를 생성하는

기저대역 프로세서(350), 및 802.11 표준에 따라 매체 접근 제어를 하는 MAC 프로세서(360)을 포함한다.

스테이션은 다른 스테이션과 통신하거나 AP를 통해 유선 네트워크의 다른 장치와 통신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BSS와 결합

(Association)해야 한다. 스테이션은 BSS와 결합하기 위하여 먼저 채널 스캐닝을 한다. 스테이션은 채널 스캐닝을 통해

각 채널을 사용하는 BSS의 존재나 채널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스테이션은 채널 스캔을 통해 가장 강한 신

호(SNR값이 가장 큰 신호)를 가지는 AP가 속한 BSS에 결합한다.

도 2에서 ESS의 BSS1은 채널 1을 사용하고, BSS2는 채널 2를 사용하고, BSS3은 채널 3을 사용하고, BSS4는 채널 4를

사용하며, BSS5는 채널 1을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BSS의 커버리지가 인접 BSS의 커버리지와 겹칠 경우에는 BSS는 인접

BSS와 다른 주파수 대역의 채널을 사용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주파수 대역의 채널을 사용해도 된다. 예

를 들면, BSS1은 BSS2, BSS3, 및 BSS4와 다른 주파수 대역의 채널을 사용하지만, BSS5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의 채널을

사용한다. 스테이션이 채널 스캔을 통해 BSS1에 결합한 경우에, 스테이션은 AP1을 통해 통신을 한다. 만일 스테이션의 위

치가 바뀌면(예를 들면, 노트북을 들고 사람이 이동하면) AP1과 통신하는 신호의 세기가 감소한다. 스테이션의 위치가

AP1과 멀어지고 AP2와 가까워져감에 따라, 스테이션은 AP1과 통신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에 스테이션은 다시 채널을

스캔하고 신호의 세기가 가장 큰 채널 2의 BSS를 찾고나서 BSS2에 결합한다.

이와 같은 종전의 방식에 따르면 스테이션은 AP와 통신이 끊기고 나서 비로서 채널 스캔을 하고 가장 신호의 세기가 큰

BSS에 결합할 수밖에 없다. 즉, 스테이션이 어느 한 BSS와 통신이 끊어지고 다른 BSS와 결합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

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통신의 경우에 이러한 통신의 일시적 단절은 VoIP 서비스

의 품질을 급격하게 저하시킨다. 따라서 802.11 네트워크에 소프트 로밍이 제공된다면 유익할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필요성에 따라 안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무선 랜에서 소프트 로밍 방법과 소프트 로밍을 기능

을 갖는 스테이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이상에서 언급한 목적들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목적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당업자

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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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무선 랜에서 소프트 로밍 방법은 제1 AP와 결합한 스테이션이 지

속적으로 채널을 바꿔가며 다른 채널을 스캐닝하여 AP 정보를 얻는 단계와, 다른 AP와의 결합 조건이 성립되면, 상기 스

테이션이 상기 AP 정보를 이용하여 제2 AP를 선택하는 단계, 및 상기 스테이션이 상기 제2 AP에 결합하는 단계를 포함한

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스테이션은 무선 매체를 통해 전송되는 RF 신호를 수신하여 기저

대역의 디지털 신호를 얻고, 기저대역의 송신 디지털 신호를 RF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무선 매체를 통해 전송하며, 상기

무선 매체를 통해 전송되는 RF 신호를 분리하는 RF 스플리터, 및 상기 RF 스플리터로부터 분리된 RF 신호를 받아, 소정의

시간간격으로 대역통과 필터링 주파수를 바꾸어 가며 상기 분리된 RF 신호를 대역통과 필터링하여 각 채널을 스캐닝하는

채널 스캐너를 포함한다.

기타 실시예들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상세한 설명 및 도면들에 포함되어 있다.

본 발명의 이점 및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는 실시예들을 참

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단지 본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고,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발명의 범수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본 발명은 청구항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테이션의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스테이션은 도 3에 도시된 종전의 스테이션과 마찬가지로 안테나(410)와, 스위치(420)와, 제1 RF 및 IF 변환기(430)와,

모뎀(440)과, 기저대역 프로세서(450), 및 MAC 프로세서(460)를 포함한다.

안테나(410)는 RF 신호를 무선 매체로 송신하거나 무선 매체를 통해 RF 신호를 수신한다. 한편, 안테나(410)는 다중경로

(multi-path)로 인한 페이딩(fading)의 대책으로 두 개의 안테나(주 안테나 및 보조 안테나)를 사용한다. 송신측에서 송신

한 하나의 신호가 공중에서 여러 갈래의 경로(다중경로)를 거쳐서 수신측에 여러 개의 송신신호들로 수신된다. 수신된 여

러 개의 신호들은 서로 다른 경로를 거쳐 수신측에 전달되므로 각 신호들은 서로 다른 진폭 감쇄와 위상 변화를 겪게 된다.

수신측에서 이런 신호들은 안테나를 통해 함께 수신되어 합쳐지고, 합쳐진 신호는 시간 변화에 따라 신호의 세기가 원래

신호와 다르게 변하게 되는데 이것을 페이딩이라 한다. 이러한 페이딩의 영향을 줄이는 기술이 다이버시티 기술인데,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안테나는 다이버시티 기술을 이용하며 이를 위하여 두 개의 안테나와 스위치(420)를 사용한다. 스

위치(420)는 보통의 경우에는 주 안테나를 통해 수신되는 신호를 선택하다가, 수신된 신호의 세기가 일정한 기준값

(threshold level)보다 작아지면 보조 안테나를 통해 신호를 선택한다. 안테나(410)와 스위치(420)를 이용한 RF 신호의

수신은 예시적인 것으로서 다른 다이버시티 기술을 이용하여 RF 신호를 수신할 수도 있다.

RF 스플리터(470)는 스위치(420)를 통해 선택된 신호를 두개의 RF 신호로 나누어 각각 RF 및 IF 변환기(430)와 채널 스

캐너(480)로 전달한다.

RF 및 IF 변환기(430)는 송신 IF 신호를 송신 RF 신호로 바꿔주는 RF 변환기와 수신된 RF 신호를 수신된 IF 신호로 바꿔

주는 IF 변환기를 포함한다. RF 변환기는 수신된 RF 신호를 선택된 채널의 대역으로 대역통과 필터링하고, 대역통과 필터

링된 RF 신호의 반송파(carrier)와 동일한 주파수의 정현파를 대역통과 필터링된 RF 신호와 혼합하여(Mixing) IF 신호(수

신된 IF 신호)를 얻는다. 수신된 IF 신호는 모뎀(440)으로 전달된다. IF 변환기는 송신 IF 신호를 선택된 채널의 정현파 주

파수와 혼합하여 RF 신호(송신 RF 신호)를 생성한다.

채널 스캐너(480)는 미리 정해진 시간간격으로 채널을 바꾸면서 채널을 스캔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스테이션은 수동

스캐닝을 통해 채널을 스캐닝한다. 이를 위하여 채널 스캐너(480)는 미리 정해진 시간간격으로 대역통과 필터링하는 주파

수를 바꾼다. 안테나(410)를 통해 수신된 RF 신호는 현재 스캐닝 중인 채널의 주파수로 대역통과 필터링되고, 대역통과 필

터링된 RF 신호는 현재 스캐닝 중인 채널의 주파수를 갖는 정현파와 혼합되어 IF 신호가 된다. IF 신호는 모뎀(440)에 전

달되어 복조되고, 복조된 디지털 신호를 통해 스테이션은 스캐닝한 채널(또는 AP)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스테이션은 능동 스캐닝을 통해 채널을 스캐닝한다. 이 경우에 채널 스캐너(480)는 모뎀(440)으로부터 프로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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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신호를 받아 현재 스캐닝 중인 채널의 주파수 대역을 갖는 프로브 요청 신호를 생성하고 이를 안테나(410)에 전달한다.

안테나(410)에 전달된 프로브 요청 신호는 무선 매체를 통해 전송된다. 스테이션은 프로브 요청에 따른 응답이 없는 경우

에 해당 채널이 비어있는 것을 인식하고, 프로브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채널을 사용하는 BSS가 존재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프로브 응답 신호는 안테나(410)을 통해 수신되고, 수신된 프로브 응답 신호는 채널 스캐너(480)에서 IF 대역의

프로브 응답 신호로 바뀌어 모뎀(440)에 전달된다.

모뎀(440)은 RF 및 IF 변환기(430) 또는 채널 스캐너(480)로부터 IF 대역의 신호를 전달받아 복조하여 기저대역의 디지털

신호를 생성하고, 생성된 디지털 신호를 기저대역 프로세서(450)에 전달한다. 또한, 모뎀(440)은 기저대역 프로세서(450)

로부터 디지털 신호를 받아 변조하여 IF 신호를 생성하고, 생성된 IF 신호를 RF 및 IF 변환기(430)에 전달한다. 능동 스캐

닝을 통해 채널을 스캐닝하는 스테이션의 경우에 모뎀(440)은 소프트 로밍을 위한 채널 스캐닝에 사용되는 기저대역의 프

로브 요청 신호를 IF 대역의 프로브 요청 신호로 변조하고, 변조된 프로브 요청 신호를 채널 스캐너(480)에 전달한다.

기저대역 프로세서(450)는 모뎀(440)을 통해 전달받은 디지털 신호로부터 PSDU(PLCP Service Data Unit)를 추출하여

MAC 프로세서(460)로 전달하고, MAC 프로세서(460)로부터 PSDU를 전달받아 스크램블하고 스크램블된 PSDU에 적절

한 PLCP(Physical Layer Convergence Procedure) 헤더를 붙여 PPDU(PLCP Protocol Data Unit)를 생성한다. 생성된

PPDU는 모뎀(440)에 전달된다.

MAC 프로세서(460)는 802.11 MAC 표준에 따라 수신된 PSDU(MAC 프레임)에서 MAC 헤더를 추출하여 수신된 MAC

프레임의 종류를 인식하고, MAC 프레임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인식한다. MAC 프로세서(460)는 MAC 프레임에 포함된

MSDU(MAC Service Data Unit)를 스테이션의 상위계층으로 전달한다. 만일 MAC 프레임이 브로드캐스팅된 프레임이

아니고 수신자가 스테이션이 아닌 다른 스테이션일 경우에 MAC 프로세서(460)는 수신된 MAC 프레임을 폐기한다. 또한

MAC 프로세서(460)는 상위계층으로부터 MSDU를 전달받아 MSDU에 적절한 MAC 헤더와 전송될 때의 오류를 검출하기

위한 FCS(Frame Check Sequence)를 붙여 기저대역 프로세서(450)로 전달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 4의 실시예에 따른 스테이션은 기저대역의 송신 디지털 신호를 IF 신호를 거쳐 RF 신호로 변환

시키거나 수신된 RF 신호를 IF 신호를 거쳐 기저대역의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킨다. 그러나 이는 예시적인 것으로서, IF 대

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 RF 신호와 기저대역의 디지털 신호간의 변환을 하는 스테이션도 가능하다. 이러한 스테이션의 모

뎀은 기저대역의 송신 디지털 신호를 직접 RF 신호로 변조하거나 수신된 RF 신호를 기저대역의 디지털 신호로 복조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채널 스캐닝을 이용한 AP 선택과정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먼저, 스테이션은 초기 채널 스캐닝을 한다(S510). 초기 채널 스캐닝은 수동 채널 스캐닝 과정에 따라 수행될 수도 있고,

능동 채널 스캐닝 과정에 따라 수행될 수도 있다.

초기 채널 스캐닝을 통해 가장 큰 신호의 세기를 갖는 AP를 찾으면, 스테이션은 해당 AP에 결합한다(S520). 결합과정은

스테이션이 AP에 결합 요청(Associations Request)을 하면, AP는 결합 요청을 한 스테이션을 인증(Authenticate)한 후

에 상기 스테이션에 결합 응답(Association Response)을 한다. AP에 결합한 스테이션은 AP가 포함된 BSS의 멤버가 되

며, AP를 통해 동일 BSS 내의 다른 스테이션에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다른 스테이션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또

한, AP에 결합한 스테이션은 유선 네트워크의 장치에게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AP에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유선 네트

워크의 장치가 전송한 데이터를 AP를 통해 수신할 수 있다.

AP와 결합한 스테이션은 미리 정해진 시간간격으로 채널을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채널 스캔을 한다(S530). 예를 들면,

1~10번 채널을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이션이 현재 3번 채널을 사용하는 AP와 결합한 경우에, 스테이션은 1, 2, 4, 5, 6, 7,

8, 9, 10 순서로 채널을 스캔할 수 있다. 채널 스캔은 능동 스캔 방식도 가능하지만, 전력 소모 등을 고려하여 수동 스캔 방

식에 따라 수행된다. 수동 채널 스캔 방식으로 채널 스캔을 할 때 스테이션은 현재 스캐닝 중인 채널을 채널시간

(ChannelTime) 동안 듣는다. 채널시간은 프로브지연(ProbeDelay)보다 큰 값을 갖는다. 프로브지연은 능동 스캐닝 동안

프로브 프레임을 전송하기 전에 사용되는 지연을 말한다.

그리고 나서 다음 채널을 스캐닝한다. 채널 스캔 순서는 상기와 다르게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10, 9, 8, 7, 6, 5, 4, 2, 1

순서로 채널 스캔을 할 수도 있다.

채널 스캔을 통해 AP가 전송하는 신호를 수신하면, 스테이션은 AP 정보 리스트를 갱신한다(S540). AP 정보 리스트는 스

캔된 채널의 AP의 정보를 포함하며, 스테이션은 AP 정보 리스트를 이용하여 새로 결합할 AP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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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실시예에 있어서, AP 정보 리스트는 채널 스캐닝을 통해 수신한 각 채널의 AP 신호의 세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

다. 신호의 세기는 수신된 AP 신호의 RSSI(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를 통해 판단할 수도 있고, 이 밖에 SNR

(Signal to Noise Ratio)나 BER(Bit Error Ratio)를 통해 판단할 수도 있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AP 정보 리스트는 채널 스캐닝을 통해 각 채널의 AP로부터 AP와 결합한 멤버 스테이션의 수에 관

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보통의 경우에 어떤 BSS에 포함된 멤버 스테이션의 수가 증가하면, 스테이션이 해당 BSS에 결

합하더라도 데이터를 전송할 기회가 크게 줄어든다. 따라서, 따라서 본 실시예에 따르면 스테이션은 신호의 세기만을 이용

하여 새롭게 결합할 AP를 판단하지 않고, 일정한 기준을 넘는 신호의 세기를 갖는 AP 중에서 결합된 멤버 스테이션의 수

가 가장 작은 AP에 결합한다. 이를 위하여, AP 정보 리스트에는 각 AP에 결합된 멤버 스테이션의 수에 관한 정보를 포함

한다. 본 실시예는 각 채널의 AP는 자신의 BSS에 결합한 멤버 스테이션의 수의 정보를 포함한 프레임을 브로드캐스팅하

고, 스테이션은 현재 스캐닝 중인 채널에서 브로드캐스팅된 프레임을 수신하여 현재 스캐닝 중인 채널의 AP에 결합된 멤

버 스테이션의 수를 인식하도록 구현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는 스테이션이 현재 스캐닝 중인 채널의 AP에 결합된 멤버

스테이션의 수를 포함한 프레임을 AP가 스테이션에 전송하도록 스테이션이 AP에 요청하고, AP가 스테이션에 해당 프레

임을 전송하면, 스테이션이 AP가 전송한 프레임을 수신하여 AP에 결합된 멤버 스테이션의 수를 인식하도록 구현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AP 정보 리스트는 채널 스캐닝을 통해 각 채널의 AP로부터 AP가 포함된 BSS의 총 사용가능 대

역폭과 최근에 전송된 데이터의 대역폭에 관한 정보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어떤 BSS에 포함된 멤버 스테이션의 수가 많더

라도 실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멤버 스테이션의 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 스테이션이 해당 BSS에 결합하더라도 데이터를 전

송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 본 실시예도 최근에 전송된 데이터의 대역폭에 관한 정보를 AP로부터 수동적으로 받

도록 구현하거나, 스테이션이 능동적으로 AP에게 요청하여 받도록 구현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스테이션은 다른 AP와 결합 조건이 성립됐는지를 판단한다(S550). 다른 AP와의 결합 조건의 성립은 실시예

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다른 AP와의 결합 조건은 채널 스캐닝 과정(S530)에서 현재의 AP보다 더 좋은

채널 환경(신호의 세기, 데이터를 전송할 기회 등)의 AP가 있을 때 성립한다. 이 경우에 스테이션은 현재의 AP보다 채널

환경이 좋은 AP 중에서 최적의 채널 환경을 갖는 AP에 결합한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스테이션이 결합한 현재 AP와의

채널 환경이 일정한 기준값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다른 AP와의 결합 조건이 성립된다. 이 경우에 비록 스테이션이 결합한

현재 AP의 채널 환경이 최적은 아니더라도, 스테이션은 일정한 통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테이션은 최

적의 AP로의 결합(로밍)의 횟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른 AP와의 결합 조건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스테이션은 현재 결합한 AP를 통해 통신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채널 스캐

닝을 한다(S530). 다른 AP와의 결합 조건이 성립된 경우에 스테이션은 채널 스캐닝을 통해 존재가 확인된 AP들 중 결합

할 AP를 선택한다(S560). 예를 들면, 스테이션은 AP 정보 리스트에 포함된 각 AP의 정보를 참조하여 채널 환경이 가장

좋은 AP를 선택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채널 환경은 해당 채널의 AP로부터 전송되는 신호의 세기를 의미할 수

도 있지만, 스테이션이 해당 AP에 결합될 때 데이터를 전송할 기회를 의미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 AP에 결합된 멤버

스테이션의 수나 AP가 포함된 BSS의 데이터 전송 대역폭 등은 스테이션이 해당 AP에 결합될 때 데이터를 전송할 기회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새롭게 결합할 AP를 선택하면, 스테이션은 선택된 AP에 결합 요청을 하여 선택된 AP에 결합한다(S570). 그리고 나서 스

테이션은 다시 채널 스캔 과정을 수행한다(S530).

스테이션이 통신이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AP에 결합하는 과정(소프트 로밍 과정)은 도 6 및 도 7을 통해 설명한다.

두 실시예 모두 AP1과 결합한 스테이션이 AP2에 결합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먼저, 도 6을 참조하면, 스테이션은 새롭게 결합될 AP2에 결합 요청을 한다(S610). 결합 요청은 통상의 IEEE 802.11 표

준에 따른 결합 요청 프레임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도 있고, 재결합 요청 프레임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에 AP2에 의한 스테이션의 인증과정은 생략될 수 있다.

스테이션이 결합 요청을 하면, AP2는 이를 수신하고 스테이션의 결합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AP2가 스테이션의 결

합을 허용하는 경우에 AP2는 스테이션에 결합 응답을 한다(S620).

AP2로부터 결합 응답을 수신하면, 스테이션은 AP1에 결합 해제를 알린다(S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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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서 결합 요청과정(S710)과 결합 응답과정(S720)은 앞서 설명한 도 6의 실시예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그러나 본 실시예에서 AP1에 결합 해제를 알리는 과정(S730)은 도 6의 실시예와는 달리 AP2에 의해 수행된다.

실제로 스테이션이 AP1에서 AP2로 결합하는 이유는 AP1과의 악화된 채널 환경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스테이션

이 AP1에 결합 해제를 알리는 메시지는 AP1에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본 실시예에 따르면 백본 네트워크를

통해 AP2가 AP1에 스테이션이 AP1과의 결합을 해제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메시지가 AP1에 전달될 가능성

은 도 6의 실시예보다 높아진다.

본 명세서에 개시된 실시예와 도면에 의해 본 발명은 한정되지 않으며 그 발명의 기술사상 범위내에서 당업자에 의해 다양

한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스테이션은 지속적인 채널 스캐닝을 통해 최적의 채널 환경을 갖는 AP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따라서 스테이션은 현재 통신의 끊김이 없이 AP에서 보다 채널 환경이 좋은 AP로 결합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IEEE 802.11 네트워크의 유형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2는 IEEE 802.11 확장 서비스 네트워크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3은 종전의 스테이션의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테이션의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채널 스캐닝을 이용한 AP 선택과정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소프트 로밍과정을 보여주는 시퀀스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소프트 로밍과정을 보여주는 시퀀스도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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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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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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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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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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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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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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