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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선랜의 송신전력 제어 시스템 및 그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무선랜의 송신전력 제어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무선랜의 송신 전력을 조절하여 서

비스 영역내에 있지 않은 단말에 대해서도 무선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랜의 송신전력 제어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따르면, 무선랜의 히든 노드(hidden node)에 위치한 제3 단말의 링크마진 데이터를 서비스 영역내에 위

치한 제 2단말로부터 전송받아 기설정된 링크마진 데이터와 비교하여 무선랜의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것이다.

대표도

도 7

색인어

무선랜, 액세스 포인트(AP), 전력 제어, TPC, 애드혹 모드(Ad-hoc mode)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무선랜 시스템 구성도.

도 2는 종래에 AP의 송신전력 범위 밖에 있는 단말을 보여주는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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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랜의 송신전력 제어 시스템의 네트워크 연결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랜 단말의 블록 구성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TPC 시작 프레임(TPC start frame)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액세스 포인트의 블록 구성도.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랜의 송신전력 제어 방법의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 액세스 포인트

20 : BSS

30, 40, 50 : 무선랜 단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무선랜의 송신전력 제어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무선랜의 송신 전력을 조절하여 서

비스 영역내에 있지 않은 단말에 대해서도 무선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랜의 송신전력 제어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근거리 통신망인 LAN(Local Area Network)은 크게 유선 LAN과 무선LAN으로 나누어지는데, 글자 그대로 케이블이 있

고 없음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무선랜은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전파를 이용하여 네트워크상에서 통신을 하는 방식이다. 무선랜의 등장은 케이블링으로

인한 설치, 유지보수, 이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두되었으며, 이동사용자의 증가로 인해 그 필요성이 점

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무선랜의 구성은 AP(Access Point)와 무선랜 카드로 이루어진다. AP는 전송거리 이내의 무선랜 사용자들이 인터넷 접속

및 네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전파를 보내는 장비로서 휴대폰의 기지국 또는 유선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한다. ISP에서

제공하는 무선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역시 서비스 지역 내에 AP라는 장비가 이미 설치 되어있다.

현재 무선랜 서비스는 무선랜 사용자가 무선랜 카드를 구비한 노트북, PDA 등의 단말(Station)을 이용하여 핫 스팟(Hot-

Spot)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액세스 포인트(Access Point: AP)와 접속(Association)함으로써 무선랜 서비스를 받도록 되

어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무선 랜 단말기를 통칭하여 STA(Station)이라고 하기로 한다.

IEEE 802.11은 오늘날 많이 사용하는 무선 랜 표준으로 "Standard for Information technology-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Local and metropolitan area networks-Specific requirements-Part

11: Wireless LAN Medium Access Control (MAC) and Physical Layer (PHY) Specifications" 1999 Edition 을 따르

고 있다.

IEEE 802.11 표준에는 무선 랜을 구성하는 물리 계층과 매체 접근 제어 (Medium Access Control, MAC)에 관한 규정이

정의되어 있다.

MAC 계층은 공유 매체를 사용하는 단말 또는 장치가 매체를 이용/접근할 때 준수해야 할 순서(Order)와 규칙을 정의함으

로써 효율적으로 매체의 용량을 이용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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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11 MAC과 IEEE 802.11a/b/g PHY를 기반으로 하는 무선랜은 가정 및 사무실에 많이 보급되어 대중화되었다.

IEEE 802.11는 CSMA/CA(carrier sense multiple access with collision avoidance) 방식을 사용하여 무선 채널을 경쟁

적으로 점유하여 통신한다. 이 때 무선 채널을 사용하는 송신 전파의 세기는 각 국가가 규제하는 최대 전파 세기 규정

(Regulatory Maximum Transmit Power: RMTP)을 만족하면 된다. 예를 들어 우리 나라 같은 경우 한 채널 당 200mW를

넘을 수 없고 미국이나 유럽 등에도 주파수 대역마다 그 규제가 있다.

도 1은 종래의 무선랜 시스템 구성도로서, 도시된 바와 같이 AP1(1)나 단말들(STA1, STA2)(2, 3)의 송신 전력은 각각

최대 전파 세기(Regulatory Maximum Transmit Power: RMTP) 이내로 설정된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5GHz 대역에서 IEEE 802.11a를 사용할 경우 레이더(Radar)나 위성통신을 먼저 보호하기 위해서 반

드시 TPC(Transmit Power Control)와 DFS(Dynamic Frequency Selection) 기능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러

한 기술규격을 제정하기 위해 IEEE 802.11h TG가 활동하고 있다.

TPC는 송신 전력의 세기를 제어하여 필요한 만큼만 사용함으로써 레이더나 위성통신을 보호하는 기술이다. 한편, DFS는

레이더나 위성통신의 신호가 탐지될 경우 최우선적으로 기존의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WLAN의 채널을 다른 주파수

대역으로 변경하는 기술이다.

TPC는 레이더와 위성통신을 보호한다는 장점 외에도 AP의 출력을 조정하여 BSS(Basic Service Set)의 서비스 범위를

동적으로 바꿀 수 있어서 BSS 상호간 전파의 간섭을 줄일 수 있고 전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

고 있다. 또한 단말(station)의 전력 소비를 줄여서 배터리의 소모를 감소시킬 수 있다.

도 2는 종래에 AP의 송신전력 범위 밖에 있는 단말을 보여주는 시스템 구성도로써 도시된 바와 같이, 단말 STA1(2)와

STA2(3)는 AP1(1)의 송신전력 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AP로부터 수신되는 비콘 정보를 통하여 자신이 BSS에서

송신할 수 있는 최대 송신 전력을 인지하여 AP1(1)과 접속(association)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단말 STA3(4)는 AP1(1)의 송신전력범위 밖인 히든 노드(hidden node)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AP1(1)으로부터

전송되는 비콘 정보를 제대로 수신할 수 없게 되어 AP1(1)과의 접속(association)이 어렵게 된다.

즉, AP1에서 단말 STA3(4)의 정보를 수신받지만 AP1의 송신전력이 단말 STA3(4)까지 이르지 못하므로 AP1의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통신을 위한 링크가 형성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AP는 항상 송신 전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AP에서의 전력 손실이 매우 높다는 단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AP의 송신 전력을 능률적으로 제어함으로써, 무선랜 서비스 지역

을 벗어난 단말에 대해서 무선랜의 접속이 가능하도록 한 무선랜의 송신전력 제어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무선랜의 송신전력 제어 시스템의 일 측면에 따르면, 무선랜의 히든 노드

(hidden node)에 위치한 제3 단말의 링크마진 데이터를 서비스 영역내에 위치한 제 2단말로부터 전송받아 기설정된 링크

마진 데이터와 비교하여 무선랜의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액세스 포인트를 포함한다.

상기 액세스 포인트는 상기 제3 단말의 링크마진 데이터와 상기 기설정된 링크마진 데이터를 비교하는 링크마진 데이터

비교부와, 상기 제3 단말의 링크마진 데이터 값이 상기 기설정된 링크마진 데이터 값보다 작은 경우, 상기 제3 단말의 링크

마진 데이터 값을 상기 기설정된 링크마진 데이터 값만큼 보상하여 송신전력을 증가시키는 송신전력 제어부를 포함한다.

상기 제3 단말은 무선랜 접속이 되지 않는 경우, 인프라 스트럭쳐 모드(Infrastructure Mode)에서 애드혹 모드(Ad-hoc

mode)로 전환하여 상기 제2 단말로 일정 시간동안 비콘(Beacon)을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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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 단말은 상기 제3 단말로부터 전송된 비콘의 평균 수신율 정보와 자신의 링크마진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제3 단

말의 링크마진 데이터를 계산한다.

상기 제2 단말은 상기 제3 단말의 링크마진 데이터를 시작 프레임(start frame)에 추가하여 상기 액세스 포인트로 전송한

다.

또한,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무선랜 단말 장치의 일 측면에 따르면, 무선랜의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전송되는 비콘과, 히든 노드(hidden node)에 위치한 무선 단말로부터 전송되는 비콘을 식별하는 제어부와, 상기 제어부로

부터 식별된 상기 무선 단말로부터 전송된 비콘의 평균 수신율 정보와 자신의 링크마진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액세스 포

인트의 송신전력 제어를 위한 상기 무선 단말의 링크마진 데이터를 계산하는 링크마진 연산부를 포함한다.

한편,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무선랜의 송신전력 제어 방법의 일 측면에 따르면, 무선랜의 히든 노드

(hidden node)에 위치한 제3 단말의 링크마진 데이터를 서비스 영역내에 위치한 제 2단말로부터 전송받아 기설정된 링크

마진 데이터와 비교하는 과정과, 상기 비교 결과에 따라 무선랜의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한편,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무선랜의 송신전력 제어 방법의 일 측면에 따르면, 액세스 포인트의 서

비스 영역밖에 위치한 제3 단말이 무선랜 접속이 되지 않는 경우, 인프라 스트럭쳐 모드(Infrastructure Mode)에서 애드

혹 모드(Ad-hoc mode)로 전환하여 일정 시간동안 비콘(Beacon)을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제3 단말로부터 전송되는 비

콘을 무선랜 서비스 영역내에 위치한 제2 단말이 수신하여 상기 제3 단말의 링크마진 데이터를 계산하는 과정과, 상기 제2

단말로부터 계산된 상기 제3 단말의 링크마진 데이터를 상기 액세스 포인트가 전송받아 기설정된 링크마진 데이터와 비교

하여 송신 전력을 결정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이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도면들 중 참조번호들 및 동

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참조번호들 및 부호들로 나타내고 있음

에 유의해야 한다.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

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랜의 송신전력 제어 시스템의 네트워크 연결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랜 단말의 블록 구성도이며,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TPC 시작 프레임(TPC start frame)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액세스 포인트의 블록 구성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액세스 포인트(AP)를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인프라 스트럭쳐 모드(Infrastructure

Mode)의 무선랜망에서 TPC(Transmit Power Control)를 사용하고 있는 AP1(10)과 무선랜 단말들(30, 40, 50)로 구성

되어진다. 여기서, 제1, 2 단말(30, 40)은 AP1(10)에 의해 형성되는 BSS 서비스 영역(20)내에 위치하여 AP1(10)과 접속

(Association)이 가능한 상태이며, 제3 단말(50)은 BSS 서비스 영역(20)밖인 히든 노드(Hidden Node)에 위치하여 AP1

(10)과 접속(Association)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제3 단말(50)은 상기 AP1(10)과 접속(Association)하기 위하여 AP1(10)으로 Authentication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하

게 된다. 그러나, 상기 제3 단말(50)은 BSS 서비스 영역(20)밖인 히든 노드(Hidden Node)에 위치하여 AP1(10)의 응답

(Ack)을 수신하지 못하게 되어 AP1(10)과 접속(Association)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상기 제3 단말(50)은 자신의 모드 상태를 인프라 스트럭쳐 모드(Infrastructure Mode)에서 애드혹 모드(Ad-

hoc mode)로 전환한 후, 모든 클라이언트 단말들을 대상으로 Probe_Request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다. 여기서, Probe_

Request 메시지는 상기 제3 단말(50)이 다른 클라이언트 단말을 찾기 위한 메시지로써,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기 제3

단말(50)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제2 단말(40)이 상기 제3 단말(50)로부터 Probe_Request 메시지를 전송받아 이

에 대한 응답(ack) 메시지를 상기 제3 단말(50)로 전송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2 단말(40)로부터 Probe_Request 메시지에 대한 응답(ack) 메시지를 전송받은 제3 단말(50)은 애드혹 모드

(Ad-hoc mode)에서 일정 시간동안 상기 제2 단말(40)로 비콘(Beacon) 메시지를 전송한 후 다시 인프라 스트럭쳐 모드

(Infrastructure Mode)로 복귀하게 된다.

제2 단말(40)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통신 모듈부(41)와, 제어부(42)와, 링크마진 연산부(43)와, 메모리(44)와, 디스

플레이부(45)로 구성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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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모듈부(41)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무선랜 카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말이 해당 서비스 영역의 액세스 포인트

(AP)와 접속하여 무선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어부(42)는 상기 통신 모듈부(41)를 통하여 상기 AP1(10)으로부터 전송되어지는 인프라 스트럭쳐 모드(Infrastructure

Mode)의 비콘(Beacon) 메시지와 상기 제3 단말(50)로부터 전송되어지는 애드혹 모드(Ad-hoc mode)의 비콘(Beacon)

메시지를 전송받아 인프라 스트럭쳐 모드(Infrastructure Mode)의 비콘(Beacon) 메시지와 애드혹 모드(Ad-hoc mode)

의 비콘(Beacon) 메시지를 식별한다.

또한, 상기 제1 단말(30)로 TPC_Request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대한 TPC_Response 메시지를 수신하게 된다. TPC_

Response 메시지에는 상기 제1 단말(30)의 송신전력의 크기값 정보와, 제1 단말(30)이 AP1(10)과 접속(Association)시

링크 마진값 정보가 포함된다.

링크마진 연산부(43)는 상기 제어부(42)에 의해 식별된 비콘 메시지 중 상기 제3 단말(50)로부터 전송된 애드혹 모드(Ad-

hoc mode)의 비콘(Beacon) 메시지로부터 상기 제3 단말(50)의 평균 수신율 값을 계산하며, 이와 같이 계산된 값은 상기

메모리(44)의 수신율 정보 테이블(Table)에 저장되어진다.

또한, 상기 링크마진 연산부(43)는 상기 계산된 제3 단말(50)의 평균 수신율 값과 현재 단말의 링크마진 데이터를 이용하

여 상기 제3 단말(50)의 링크마진 값을 계산하며, 이와 같이 계산된 값은 상기 메모리(44)의 링크마진 테이블(Table)에 저

장되어진다.

이에 따라, 상기 제어부(42)는 링크마진 연산부(43)로부터 계산되어진 제3 단말(50)의 링크마진 데이터를 시작 프레임

(start frame)에 추가하여 통신 모듈부(41)를 통해 상기 AP1(10)으로 전송하게 된다.

상기 시작 프레임(start frame)의 구조는 도 5에서와 같이, 스펙트럼 관리(spectrum management)를 나타내는 카테고리

(Category) 필드와, TPC Start Frame을 나타내는 액션(Action) 필드와, AP와 단말(STA)간의 주고 받는 TPC 메시지 개

수를 나타내는 다이얼로그 토큰(Dialog Token) 필드와, 스펙트럼 관리 포맷(spectrum management format) 중에 TPC

Start Frame을 나타내는 Element ID 필드와, 전체 프레임의 크기를 나타내는 Length 필드와, BSS안에 있는 모든 단말의

송신출력(Tx Power) 중에서 가장 작은 송신출력(Tx Power)값이 입력되는 Transmit Power 필드와, BSS안에 있는 모든

단말의 링크 마진(Link Margin) 중에서 가장 작은 마진(Margin)값이 입력되는 링크 마진(Link margin) 필드로 구성되어

지며, 각 필드는 1 바이트(byte)의 크기를 갖는다.

즉, 상기 제3 단말(50)의 링크마진 데이터는 상기 시작 프레임(start frame)의 링크 마진(Link margin) 필드에 추가되어

상기 AP1(10)으로 전송되어진다.

상기 메모리(44)는 상기 링크마진 연산부(43)로부터 계산되어진 제3 단말(50)의 평균 수신율 값과 링크마진 값을 각각 수

신율 정보 테이블(Table)과 링크마진 테이블(Table)에 저장한다.

액세스 포인트 AP1(10)은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비콘 생성부(11)와, 데이터 수신부(12)와, 메모리(13)와, 제어부(14)

와, 데이터 전송부(15)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비콘 생성부(11)는 서비스 영역내에 위치한 단말들(STAs)로 비콘 주기마다 전송될 비콘을 생성한다.

데이터 수신부(12)는 이더넷이나 임의의 단말로부터 각종 데이터를 수신하며, 특히 서비스 영역내에 위치한 상기 제2 단

말(40)로부터 히든 노드(hidden node)에 위치한 제3 단말(50)의 링크 마진값이 추가된 시작 프레임(start frame) 정보를

전송받아 상기 제어부(14)로 전송한다.

메모리(13)는 상기 데이터 수신부(11)를 통해 수신된 데이터중 임의의 데이터를 저장한다. 특히 송신 전력을 제어하기 위

해 설정된 기준 링크마진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으며, 상기 제2 단말(40)로부터 전송되어지는 시작 프레임(start frame) 정

보를 저장한다.

제어부(14)는 상기 데이터 수신부(12)로부터 전송된 시작 프레임(start frame)의 링크 마진(Link margin) 필드에 추가된

상기 제3 단말(50)의 링크 마진값과 상기 메모리(13)에 기저장되어 있는 기준 링크 마진값을 비교하는 링크마진 데이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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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14a)와, 상기 링크마진 데이터 비교부(14a)의 비교 결과, 상기 제3 단말(50)의 링크마진 데이터 값이 상기 메모리

(13)에 기저장되어 있는 기준 링크 마진값보다 작은 경우, 상기 제3 단말의 링크마진 데이터 값을 상기 기설정된 링크마진

데이터 값만큼 보상하여 송신전력(TX Power)을 증가시키는 송신전력 제어부(14b)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데이터 전송부(15)는 상기 메모리(13)에 저장된 데이터나 상기 비콘 생성부(11)에 의해 생성된 비콘을 비콘 타임마다 단말

들(STAs)로 전송한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랜의 송신전력 제어 방법의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AP1(10)과 무선랜 단말들(30, 40, 50) 중 AP1(10)의 BSS 서비스 영역(20)밖인 히든 노드(Hidden

Node)에 위치한 제3 단말(50)은 상기 AP1(10)과 접속(Association)하기 위하여 AP1(10)으로 Authentication Request

메시지를 전송(S10)하게 된다.

그러나, 상기 제3 단말(50)은 BSS 서비스 영역(20)밖인 히든 노드(Hidden Node)에 위치하여 AP1(10)의 응답(Ack)을 수

신하지 못하게 되어 AP1(10)과 접속(Association)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제3 단말(50)은 자신의 모드 상태를 인프라 스트럭쳐 모드(Infrastructure Mode)에서 애드혹 모드(Ad-hoc

mode)로 전환한 후, 모든 AP와 클라이언트 단말들을 대상으로 Probe_Request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다. 이 때, 본 발명

에서는 상기 제3 단말(50)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제2 단말(40)이 상기 제3 단말(50)로부터 Probe_Request 메시

지를 전송(S20)받아 이에 대한 응답(response) 메시지를 상기 제3 단말(50)로 전송(S30)하게 된다.

이어서, 상기 제2 단말(40)로부터 Probe_Request 메시지에 대한 응답(response) 메시지를 전송받은 제3 단말(50)은 애

드혹 모드(Ad-hoc mode)에서 일정 시간동안 상기 제2 단말(40)로 비콘(Beacon) 메시지를 일정시간 동안 전송(S40)한

후 다시 인프라 스트럭쳐 모드(Infrastructure Mode)로 복귀하게 된다.

이어서, 상기 제2 단말(40)은 인프라 스트럭쳐 모드(Infrastructure Mode)에서 일정 시간동안 AP1(10)으로부터 전송되

어지는 비콘(Beacon) 메시지와 상기 제3 단말(50)로부터 전송되어지는 비콘(Beacon) 메시지를 전송받아 상기 제3 단말

(50)로부터 전송된 애드혹 모드(Ad-hoc mode)의 비콘(Beacon) 메시지를 찾아서 상기 제3 단말(50)의 평균 수신율 값을

계산하여 메모리 상의 수신율 정보 테이블(Table)에 저장하게 된다.

이어서, 상기 제2 단말(40)은 상기 제1 단말(30)에게 TPC_Request 메시지를 전송(S50)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상기 제1

단말(30)은 이에 대한 TPC_Response 메시지를 상기 제2 단말(40)로 전송(S60)하게 된다. 여기서, 상기 TPC_Response

메시지에는 상기 제1 단말(30)의 송신전력의 크기값 정보와, 제1 단말(30)이 AP1(10)과 접속(Association)시 링크 마진

값 정보가 포함된다.

이어서, 상기 제2 단말(40)은 자기 자신의 링크 마진값과 상기 계산된 제3 단말(50)의 평균 수신율 값을 참고해서 상기 제

3 단말(50)의 링크 마진값을 계산하여 메모리 상의 링크마진 테이블(Table)에 저장하게 된다.

이어서, 상기 제2 단말(40)은 상기 제3 단말(50)의 링크 마진값을 시작 프레임(start frame)에 추가하여 상기 AP1(10)으

로 전송(S70)하게 된다. 이 때, 상기 시작 프레임(start frame)에 추가되는 링크 마진값은 각 단말들의 링크 마진값 중 최

소의 링크 마진값을 의미한다.

이어서, 상기 AP1(10)은 상기 제2 단말(40)로부터 전송되는 시작 프레임(start frame)의 링크 마진값을 확인하여 시작 프

레임(start frame)의 링크 마진값이 미리 설정된 기준 링크 마진값보다 적으면 기준 링크 마진값만큼 송신 전력(TX

Power)를 증가시키게 된다.

이에 따라, 히든 노드(Hidden Node)에 위치한 상기 제3 단말(50)은 인프라 스트럭쳐 모드(Infrastructure Mode)에서 상

기 AP1(10)으로부터 전송되는 비콘(Beacon)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게 되어 AP1(10)과 접속(Association, S80)이 가능

하게 된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에서 특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도시하고 또한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허 청구의 범위에서 첨부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

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다양한 변형 실시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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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AP의 송신 전력을 단말들의 링크 마진 정보에 따라 능률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서비스 영역이 확대되어

히든 노드(Hidden node)에 위치한 단말 역시 무선랜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며, AP의 전력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랜의 송신전력 제어 시스템에 있어서,

무선랜의 히든 노드(hidden node)에 위치한 제3 단말의 링크마진 데이터를 서비스 영역내에 위치한 제 2단말로부터 전송

받아 기설정된 링크마진 데이터와 비교하여 무선랜의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액세스 포인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랜의 송신전력 제어 시스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 포인트는

상기 제3 단말의 링크마진 데이터와 상기 기설정된 링크마진 데이터를 비교하는 링크마진 데이터 비교부와,

상기 제3 단말의 링크마진 데이터 값이 상기 기설정된 링크마진 데이터 값보다 작은 경우, 상기 제3 단말의 링크마진 데이

터 값을 상기 기설정된 링크마진 데이터 값만큼 보상하여 송신전력을 증가시키는 송신전력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무선랜의 송신전력 제어 시스템.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3 단말은

무선랜 접속이 되지 않는 경우, 인프라 스트럭쳐 모드(Infrastructure Mode)에서 애드혹 모드(Ad-hoc mode)로 전환하여

상기 제2 단말로 일정 시간동안 비콘(Beacon)을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랜의 송신전력 제어 시스템.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단말은

상기 제3 단말로부터 전송된 비콘의 평균 수신율 정보와 자신의 링크마진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제3 단말의 링크마진

데이터를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랜의 송신전력 제어 시스템.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단말은

상기 제3 단말의 링크마진 데이터를 시작 프레임(start frame)에 추가하여 상기 액세스 포인트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랜의 송신전력 제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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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무선랜의 액세스 포인트 장치에 있어서,

무선랜의 히든 노드(hidden node)에 위치한 제3 단말의 링크마진 데이터를 동일 서비스 영역내에 위치한 제 2단말로부터

전송받아 기설정된 링크마진 데이터와 비교하는 링크마진 데이터 비교부와,

상기 링크마진 데이터 비교부의 비교 결과, 상기 제3 단말의 링크마진 데이터 값이 상기 기설정된 링크마진 데이터 값보다

작은 경우, 상기 제3 단말의 링크마진 데이터 값을 상기 기설정된 링크마진 데이터 값만큼 보상하여 송신전력을 증가시키

는 송신전력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랜의 액세스 포인트 장치.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제3 단말은

무선랜 접속이 되지 않는 경우, 인프라 스트럭쳐 모드(Infrastructure Mode)에서 애드혹 모드(Ad-hoc mode)로 전환하여

상기 제2 단말로 일정 시간동안 비콘(Beacon)을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랜의 액세스 포인트 장치.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단말은

상기 제3 단말로부터 전송된 비콘의 평균 수신율 정보와 자신의 링크마진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제3 단말의 링크마진

데이터를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랜의 액세스 포인트 장치.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단말은

상기 제3 단말의 링크마진 데이터를 시작 프레임(start frame)에 추가하여 해당 서비스 영역의 액세스 포인트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랜의 액세스 포인트 장치.

청구항 10.

무선랜 단말 장치에 있어서,

무선랜의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전송되는 비콘과, 히든 노드(hidden node)에 위치한 무선 단말로부터 전송되는 비콘을 식

별하는 제어부와,

상기 제어부로부터 식별된 상기 무선 단말로부터 전송된 비콘의 평균 수신율 정보와 자신의 링크마진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액세스 포인트의 송신전력 제어를 위한 상기 무선 단말의 링크마진 데이터를 계산하는 링크마진 연산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랜 단말 장치.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등록특허 10-0582727

- 8 -



상기 링크마진 연산부로부터 계산된 무선 단말의 링크마진 데이터를 시작 프레임(start frame)에 추가하여 상기 액세스 포

인트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랜 단말 장치.

청구항 12.

무선랜의 송신전력 제어 방법에 있어서,

(a) 무선랜의 히든 노드(hidden node)에 위치한 제3 단말의 링크마진 데이터를 서비스 영역내에 위치한 제 2단말로부터

전송받아 기설정된 링크마진 데이터와 비교하는 과정과,

(b) 상기 비교 결과에 따라 무선랜의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랜의 송신전력 제어

방법.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b) 과정에서, 상기 제3 단말의 링크마진 데이터 값이 상기 기설정된 링크마진 데이터 값보다 작은 경우, 상기 제3 단

말의 링크마진 데이터 값을 상기 기설정된 링크마진 데이터 값만큼 보상하여 송신전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랜의 송신전력 제어 방법.

청구항 14.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제3 단말은

무선랜 접속이 되지 않는 경우, 인프라 스트럭쳐 모드(Infrastructure Mode)에서 애드혹 모드(Ad-hoc mode)로 전환하여

상기 제2 단말로 일정 시간동안 비콘(Beacon)을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랜의 송신전력 제어 방법.

청구항 15.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단말은

상기 제3 단말로부터 전송된 비콘의 평균 수신율 정보와 자신의 링크마진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제3 단말의 링크마진

데이터를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랜의 송신전력 제어 방법.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단말은

상기 제3 단말의 링크마진 데이터를 시작 프레임(start frame)에 추가하여 해당 서비스 영역의 액세스 포인트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랜의 송신전력 제어 방법.

청구항 17.

무선랜의 송신전력 제어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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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액세스 포인트의 서비스 영역밖에 위치한 제3 단말이 무선랜 접속이 되지 않는 경우, 인프라 스트럭쳐 모드

(Infrastructure Mode)에서 애드혹 모드(Ad-hoc mode)로 전환하여 일정 시간동안 비콘(Beacon)을 전송하는 과정과,

(b) 상기 제3 단말로부터 전송되는 비콘을 무선랜 서비스 영역내에 위치한 제2 단말이 수신하여 상기 제3 단말의 링크마

진 데이터를 계산하는 과정과,

(c) 상기 제2 단말로부터 계산된 상기 제3 단말의 링크마진 데이터를 상기 액세스 포인트가 전송받아 기설정된 링크마진

데이터와 비교하여 송신 전력을 결정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랜의 송신전력 제어 방법.

청구항 18.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b) 과정에서, 상기 제2 단말은 상기 제3 단말로부터 수신된 비콘의 평균 수신율 정보와 자신의 링크마진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제3 단말의 링크마진 데이터를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랜의 송신전력 제어 방법.

청구항 19.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단말은 상기 제3 단말의 링크마진 데이터를 시작 프레임(start frame)에 추가하여 상기 액세스 포인트로 전송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랜의 송신전력 제어 방법.

청구항 20.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c) 과정에서, 상기 제3 단말의 링크마진 데이터 값이 상기 기설정된 링크마진 데이터 값보다 작은 경우, 상기 제3 단

말의 링크마진 데이터 값을 상기 기설정된 링크마진 데이터 값만큼 보상하여 송신전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랜의 송신전력 제어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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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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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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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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