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Int. Cl.
6

H04L 12/28

(45) 공고일자   1999년06월15일

(11) 등록번호   10-0192729

(24) 등록일자   1999년01월29일
(21) 출원번호 10-1995-0022602 (65) 공개번호 특1996-0006394
(22) 출원일자 1995년07월27일 (43) 공개일자 1996년02월23일

(30) 우선권주장 2,129,197  1994년07월29일  캐나다(CA)  

(73) 특허권자 인터내셔널 비지네스 머신즈 코포레이션    포만 제프리 엘

미국 10504 뉴욕주 아몬크 뉴오챠드 로드
(72) 발명자 로저 와이. 엠. 셩

캐나다 온타리오 스카보로우 롱포드 크레센도 11

피터 이. 레이쓰너

캐나다 온타리오 미씨사우가 유니트 137 미씨사우가 밸리 215

대니 엔. 맥카이

캐나다 온타리오 토론토 아파트먼트 800 엘링톤 애비뉴 이스트 445
(74) 대리인 김영, 김창세, 김원준, 장성구

심사관 :    박종한

(54) 네트워크내의 통신을 위한 노드 및 방법

요약

이동 무선 노드에 인터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네트워킹 노드가 개시되어 있다. 각 이동 무
선 노드는 최대 하나의 인터네트워킹 노드와 연관된 다. 각 이동 무선 노드는 자신과 연관될 인터네트워
킹 노드를 선택한다. 인터네트워킹 노드는 자신과 연관된 모든 무선 노드들을 위해 무선 노드들 간 또는 
유선 LAN과 무선 노드들 간의 메시지를 중계한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네트워크내의 통신을 위한 노드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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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유선 LAN주변의 무선 노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으로서, 각각의 무선 노드의 DSA는 
가상선으로 도시되었으며 2개의 AP가 인터네트워크 노드로서 작용하는 무선 노드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2도는 가상선으로 도시된 각각의 AP의 BSA를 제외하고는 제1도에 도시된 구성과 동일한 구성을 개략적
으로 도시한 도면. 

제3도는 제2도에 도시한 구성과 동일한 구성에 대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B에서 A, A에서 D및 A
에서 X로의 메시지를 중계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제4도는 제2도에 도시된 구성과 동일한 구성에 있어, AP1의 BSA에서 AP2의 BSA로 배회하는 노드A를 개략
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20,30,40,45 : DSA              50 : 유선 LAN

60,70 : BSA                             100,105,120,125,130,135, 140 : 화살표 

195 : 비콘 카운터 어레이           200,210,220 : 지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무선  네트워크(wireless  networks)에  관한  것으로,  특히  무선  노드  또는  무선 
LAN(wireless nodes or wireless LANs)을 유선 LAN에 접속하기 위한 수단에 관한 것이다.

근거리 통신망(Local  Area  Networks:LANs)은 물리적인 통신 매체(physical  Communications  media)(예를 
들면, 동축 케이블(coaxial),연선(twisted pair wire)또는 광섬유(fiber optics))에 의해 상호 접속되는 
노드(nodes)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LAN을 유선 LAN으로 언급할 것이다.

최근에 LAN의 노드가 물리적인 매체에 의해 접속되지 않는 무선 LAN이 시장에 선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들 
무선 LAN은 적외선(infra-red:IR),무선(radio)또는 다른 신호를 이용해 통신한다. 무선 LAN의 사용에 따
른 장점중의 하나는 배선(cabling)이 필요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랩탑 컴퓨터(laptop computers)및 노트
북 컴퓨터(notebook computers),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등과 같은 이동 노드(mobile nodes)에 
특히 유용한 특징이다. IR무선 어댑터(IR wireless adapter)와 같은 (송신기/수신기 및 제어 카드를 포함
하는) 적절한 무선 어댑터가 갖추어지면, 이동 노드는 여기 저기 이동할 수 있으며, 이동 노드가 유효범
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네트워크와의 접속을 유지할 수 있다.

무선 LAN을 구현하는 한가지 방법은 이동 전화 네트워크 시스템(cellular phone network system)의 경우
와 유사하다. 이 방법에 의하면, 무선 노드는 상대 방과 직접 통신하지 않고 모든 신호를 중앙 베이스 스
테이션(central  base  station)으로  보내며  중앙  베이스  스테이션은  이  신호를  종착  노드(destination 
node)로 재지정(redirect)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유선 LAN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무선 노드가 다른 노드와 직접적으로 통
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직접적 인 통신을 허용하는 무선 LAN에 있어서, 무선 어댑
터 및 제어 소프트웨어는 유효범위내의 모든 노드가 청취할 수 있는 데이타 패킷(data packets)을 전송한
다. 이렇듯 전송된 패킷은 전체 노드에 의해 수신되지만 어드레스된 노드(들)를 제외한 다른 모든 노드는 
이를  무시한다.  이것은  이더네트(Ethernet)와  같은  유선  LAN프로토콜에서의  패킷  운반  시스템(packet 
delivery systems)과 유사하다. 따라서, 이러한 무선 LAN은 노벨(Novell)사의 NETWARE(노벨사의 상표임)
와 같은 패킷 운반 시스템에 의존하는 상위 레벨 네트워크 운영체제 소프트웨어(upper  level  network 
operating system software)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무선 LAN을 동배 무선LAN(Peer-to-Peer Wireless 
LAN)으로 언급할 것이다.

동배 무선 LAN의 중요한 물리적인 특성에는 유선 LAN과 비교하여 신뢰성 있는 네트워크의 구축을 어렵게 
하는 특성이 있다. 유선 LAN의 경우, 모든 네트워 크 노드는 네트워크에 물리적으로 접속되며, 따라서 전
체 네트워크 트래픽(network traffic)을 액세스할 수 있다. 무선 LAN의 경우에 있어서는 종종 그러하지 
않다.  각각의  노드는  전자기  신호를  이용하여  다른  노드와  통신하며,  따라서  이러한  통신범위는 
제한된다. 각각의 노드는 신호 유형, 신호 세기, 통신범위내의 장애물 등과 같은 인자에 의해 제한되는 
유효범위 (an area of coverage)를 가질 것이다. 무선 LAN에 있어서는, 동일한 무선 네트워크에 속하는 
모든 네트워크 노드가 전체 네트워크 트래픽을 청취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노드 A, B
및 C가 동 일한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경우, A는 B에 의해서 전송되는 네트워크 데 이타는 청취
할 수 있어도 C에 의해서 전송되는 네트워크 데이타는 청취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C는 A에 
대한 히든 노드(hidden node)이다. C가 B를 청취할 수 있으나 A를 청취할 수 없는 경우, A는 C에 대한 히
든 노드이다.

또한, 적절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무선 LAN이 유선 LAN에 접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베
이스 스테이션 방식을 사용하는 무선 LAN에 있어서는 베이스 스테이션이 이러한 연결성(connectivity)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동배 무선 LAN과 유선 LAN사이의 인터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도 필요하다.

무선 LAN을 유선 LAN에 접속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터네트워킹 장치 (intemetworking device)를 구현할 
때, 이러한 구현을 복잡하게 하는 무선 LAN과 

연관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장치의 주기능은 유선 노드로 지향된 우연 청취 무선 LAN네트워
크 데이타(overheard wireless LAN network data)를 유선 LAN상으로 재전송하고, 무선 노드로 지향된 유
선 LAN네트워크 데이타는 무선 LAN상으로 재전송하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장치는, 선택된 무선 매체에 
따라서 통신범위가 제한되는 것이 보통이다. 적절한 유효범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각 어느 정도의 중
복 영역을 갖는 다수의 장치가 필요하다. 이것은 통상 중복 영역내의 노드들에 의해 메시지가 중복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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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또한 이러한 노드로부터 생성된 메시지가 유선 LAN상에서 중복 수신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와 같은 문제 및 이와 연관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한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는 다음과 맡은 용어가 사용된다. 인터네트워킹 서비스라 함은, 달리 통신할 방도가 
없는 시스템들이 통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전형적인 인터네트워킹 서비스는 하나의 무
선 노드에서 다른 무선 노드로 메시지를 중계(relay)해 주는 것과, 유선 LAN에서 무선 노드로 메시지를 
재전송하는 것과 무선 노드에서 유선 LAN으로 메시지를 재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인터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네트워킹 노드는 액세스 포인트(Access Point)즉 AP로 불리
운다. AP는 물리적인 장치이며, 완전한 인터네트워킹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무선 네트워크 어댑터 외에 
유선 네트워크 어댑터도 포함 한다.

무선 노드가 AP통신범위내에 존재하기 위하여 속해야 하는 물리적인 영역은 AP의 기본 서비스 영역(Basic 
Service Area:BSA)으로 불리운다. 무선 노드가 특정 AP의 BSA내에 위치되면, 이 무선 노드는 AP에 의해 
전송된 데이타를 수신할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무선 노드는 또한 무선 노드가 통신할 수 있는 제한된 통신범위를 갖 는다. 이러한 통신범위는 본 
명세서에서 무선 노드의 동적 서비스 영역(Dynamic Service Area;DSA)으로 불리운다. 무선 노드의 DSA내
의 다른 노드는 통상 이 무선 노드로부터의 전송을 수신할 수 있을 것이다.

무선 노드가 AP와 동일한 어댑터를 사용하면,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할 때, 무선 노드는 AP와 동
일한 영역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AP의 BSA통신범위와 무선 노드의 DSA통신범위간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우선 첫째로, 무선 노드는 통상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통신범위는 이들의 신호가 
이들이 이동함에 따라 장애물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따라서 변할 것이다. 또한, 유선LAN에 물리
적으로 접속된 액세스 포인트는 또한 전원에 접속되어 있다. 따라서, AP에서 사용되는 송신기는 무선 노
드의 배터리 출력 송신기 보다 강한 출력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액세스 포인트의 BSA통신범위는 통상
적으로 무선 노드의 DSA통신범위 보다 클 것이다.

본 명세서에서는, AP의 BSA와 무선 노드의 DSA를 (비록 이 2개의 통신범위가 동일하더라도) 구별할 것이
다. 본 명세서에서 하나의 무선 노드가 제2노드의 DSA내에 존재하면, 이 무선 노드는 제2무선 노드를 청
취(hear)할 수 있다고 언급되며, 그 결과 제1노드는 제2무선 노드에 의해 전송된 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 
유사하게, 무선 노드가 AP의 BSA내에 존재하면, 무선 노드는 AP를 청취할 수 있으며,AP가 무선 노드의 
DSA내에 존재하면, AP는 무선 노드를 청취할 수 있다. 멀티캐스트(multicast) 메시지는 유선 노드에 의해 
전송되는 브로우드캐스트(broadcast)메시지 형태이며, 이러한 메시지는 동일한 특정 그룹 어드레스를 갖
는 다른 노드를 어드레스한다. 다른 모든 유선 네트워크 노드는 이러한 메시지를 무시할 것이다.

본 발명은 무선 노드에 인터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및 수단을 제시한다. 본 발명에서 제시하는 
인터네트워킹 노드는 하나의 무선 노드로부터 다른 무선 노드로 메시지를 직접 중계하거나, 먼저 다른 인
터네트워킹 노드로 메시지를 보내고 다음으로 이 메시지를 다른 무선 로드로 보내는 방법을 통해 간접적
으로 하 나의 무선 노드로부터 다른 무선 노드로 메시지를 전송한다. 인터네트워킹 장치들 자체는 무선 
매체를 통해 상호간에 통신할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네트워킹 장치들은 유선LAN에 의해 결합되어 있는 것
이 바람직하다.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 본 발명은 예를 들어 무선LAN과 유선LAN이 하나 의 논리적인 LAN처럼 보이도록 해
준다. 본 발명은 무선 네트워크 노드가 유선 네 트워크 노드로 데이타 패킷을 보내는 경우 각각의 무선 
네트워크 노드를 다른 유선 네트워크 노드에 대하여 마치 유선 네트워크 노드인 것처럼 보이게 하므로써 
이미 존재하는 유선 LAN기반의 네트워크 운영 체제(network operating system)및 응 용 프로그램에 무선 
노드들을 통합시켜준다. 마찬가지로 본 발명은 무선 노드가 무선 LAN의 일부일 때 유선 네트워크 노드가 
무선 노드로 데이타 패킷을 송신하는 경우 다른 무선 네트워크 노드에 대해 이 유선 네트워크 노드를 마
치 무선 네트워 크 노드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본 발명은, 각 AP의 범위내에서 유선LAN및 무선 LAN을 상호접속하는 인터네트워킹 장치로서 하나 이상의 
AP를 사용하여, 각 AP가 유선LAN과 무선LAN사이에서 데이타를 전송하도록 동작되어야 할 때를 판정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각각의 AP의 주요 기능은 i)무선 노드로부터의 데이타 패킷이 다른 방법으로는 그들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예를 들면, 데이타 패킷이 유선 노드로 지향되거나, 또는 전송 노드의 DSA내에 속하지 않는 
무선 노드로 지향된 경우),이들 데이타 패킷을 무선 노드로부터 유선 LAN으로 재전송하고, ii)무선 노드
로 어드레스된 데이타 패킷을 유선 LAN에서 무선 노드로 재전송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무선 
노드는 무선 LAN의 일부이다. 무선 네트워크 어댑터 외에 유선 네트워크 어댑터를 갖는 AP는 무선 매체의 
패킷 운반 시스템과 유선 매체의 패킷 운반 시스템을 사용해 통신할 수 있다. 더우기, AP는 한 시스템으
로부터의 데이타 패킷을 다른 시스템의 패킷으로 변환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AP는 또한 AP통신범위내에 존재하나, 상호 은폐된(hidden) 2개의 무선 노드 사이의 정보를 
재방향설정(redirect)한다. 본 발명은 AP가 유선 LAN에 접속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허용한다. 

이들 기능을 성취하기 위해, 각각의 AP는 데이타 패킷이 자신의 BSA내의 목적지로 지향된지, 그리고 자신
이 동작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무선 노드는 최대 하나의 AP와의 연관된 프로세스를 이용해 이들 기
능을 수행한다. 적어도 하나의 AP의 통신범위내의 각각의 무선 노드는, 비록 둘이상의 AP의 통신범위내에 
속하더라도, 하나의 AP와 연관될 것이다. 일단 무선 노드가 하나의 AP와 연관되면, 이 무선 노드는 이 무
선 노드로/로부터 데이타를 전송하기 위해 상기 AP만을 사용할 것이다. AP는 이 AP가 동작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어느 노드가 자신과 연관되었는지를 추적한다.

각각의 무선 노드는 무선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시하고, 어느 노드가 통신범 위에 존재하는지, 즉 어느 다
른 무선 노드가 최근에 청취되었는지를 지속적으로 추 적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각각의 무선 노드는 이
러한 정보를 사용하여 AP를 포함하는 어느 무선 노드가 통신범위내에 존재하는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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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게는, 각각의 AP는 규칙적인 간격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를 브로우드캐스트(broadcast)한다. 바람
직한 실시예에서 이 브로우드캐스트는 자신의 네트워크 주소를 나타내는 비콘의 형태를 띤다. 각각의 무
선 노드는 AP의 규칙적인 데이타 전송이나 신호 메시지를 통해 자신이 AP의 BSA내에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무선 노드는 자신이 청취한 AP를 추적한다. 가급적 무선 노드는 자신이 최근에 감지한 AP의 테이블
을 유지한다.

무선 노드가 AP로부터 데이터 패킷(정상 트래픽 또는 비콘)을 청취하면, AP에 연관 요구(an association 
request)를 전송함으로써 AP와의 연관을 시도할 수 있다. 무선 노드의 연관 요구가 실패하면, 그의 AP 테
이블내에 현존하는 다른 AP와의 연관을 바람직하게 시도한다. 무선 노드가 둘 이상의 AP를 청취하거나, 
또는 그의 테이블내에 둘 이상의 AP가 존재하면, 무선 노드는 하나의 AP를 선택하여야 한다.일 실시예로
서 이동 노드는 자신이 가장 최근에 감지한 AP를 선택할 수 있다.

무선 노드(전송 노드)가 특정 노드(종착 노드)로 데이타 패킷을 보내는 경우, 이 무선 노드는 자신이 최
근에  종착  노드를  청취(즉.  목적  노드가  영역내에  있음을  나타냄)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이를 
위하여, 각 무선 노드는 다른 노드에게 비콘을 송출할 수도 있다.

만일 종착 노드가 전송 노드의 통신범위내에 있는 경우 전송 노드는 데이타패킷을 종착 노드로 직접 보낸
다. 만일 전송 노드가 최근에 종착 노드를 청취하지 못한 경우, 전송 노드는 자신이 AP와 연관되어 있는
지를 살핀다. 전송 노드가 AP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 전송 노드는 패킷을 그 AP로 전송하고 그 AP에게 데
이타 패킷을 종착 노드로 보내줄 것을 요청한다.

일단 AP가 자신과 연관된 전송 노드로부터 상기 요청을 수신하면, 이 AP는 종착 노드 또한 이 AP와 연관
되어 있는지를 살핀다. 만일 그렇다면 AP는 데이타 패킷을 종착 노드로 직접 전송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
면, 종착 노드로 어드레스된 데이타 패킷을 유선 LAN상에 재송신한다.

AP는 유선 LAN상에서 무선 노드로 어드레스된 패킷을 청취할 때마다 그 노드가 자신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살핀다. 만일 그렇다면 AP는 데이타 패킷을 그 노드로 전달한다. 그렇지 않다면 AP는 패킷을 무시할 것이
다. 마찬가지로 AP가 유선 LAN상에서 브로우드캐스트 패킷을 감지하면 AP는 자신과 연관된 모든 무선 노
드에 해당 패킷을 재송신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각각의 무선 노드는 어느 AP와 연관될 것인지를 능동적으로 선택하며 자신
이 메시지를 송신하는데 있어서 AP의 도움이 필요한지 에 대하여 판단한다. 각 AP는 어느 무선 노드가 자
신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추적하 며, 유선 LAN으로부터 흑은 연관된 무선 노드로부터 AP가 수신한, 다른 
연관된 노드로 어드레스된 데이타 패킷을 자동적으로 중계한다.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르면, 본 발명은 네트워크내에서의 통신을 위한 노드를 제공한다 이 노드는 무선 
통신에 의하여 그 네트워크내의 다른 노드들로 데이 타를 전송하고 그 다른 노드들로부터 무선 통신에 의
하여 데이타를 수신하는 무선 네트워크 어댑터 장치와, 상기 무선 어댑터 장치에 의해 수신된 데이타를 
감시하여,수신된 데이타의 전송원(轉送元)인 다른 네트워크 노드들 식별해주는 식별 정보를 상기 데이타
로부터 추출하는 감시 장치와 식별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 장치를 포함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르면, 본 발명은 네트워크상에서의 통신 방법을 제공한다. 이 통신 방법은 무선 
통신에 의하여 그 네트워크내의 제1노드로부터 그 네트워크내의 다른 노드들로 데이타를 전송하고 그 다
른 노드들로부터 무선 통신에 의하여 데이타를 수신하는 단계와. 수신된 데이타를 감시하여. 수신된 데이
타의 전송 원인 다른 네트워크 노드들을 식별해주는 식별 정보를 상기 데이타로부터 추출하는 단계와, 식
별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전술한 실시예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 및 장점은 첨부도면을 참조한 본 발명의 바람직할 실
시예의 이어지는 설명으로부터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바람직한 실시예는 적외선(IR)무선 LAN및 이더네트 유선 LAN을 사용하여 구현한 실시예에 입각하여 개시 
및 도시된다. 본 발명은 IR무선LAN 또는 이더네트 유선 LAN에 제한되지 않으며, 다른 무선 및/또는 유선 
LAN에 의해 유사하게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제1도 및 제2도는 각각 무선노드(A, B, C, D 및 E),유선LAN(50),유선 노드(X)와 AP(AP1및 AP2)의 구성을 
도시한다. 각각의 AP는 무선 네트워크 어댑터 이외에 유선 네트워크 어댑터를 구비하는 물리적인 장치이
다. 각각의 AP는 유선 LAN및 무선 LAN 프로토콜 모두를 이해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ISO/CCITT OSI국제 표준 용어를 사용하면, AP는 무선 LAN과 유선 LAN사이를 
브리지하는 제2계층 데이라 링크 계층 엔티티(layer 2 Data Link Layer entity)로서 역할한다. AP는 무선 
LAN으로부터 유선 LAN으로 데이타 트래픽을 재전송하되, 데이타 트래픽이 유선 LAN내 유선 네트워크 노드
로부터 유래된 것처럼 보이게 한다. 유선 LAN의 노드에게는 이 AP는 또한 유선 LAN으로부터 무선 LAN으로 
데이타 트래픽을 재전송하되, 무선 LAN의 노드에게는 이 데이타 트래픽이 무선 LAN내 무선 노드로부터 유
래된 것처럼 보이게 한다. 따라서, 각각의 AP는 IR무선 노드와 에더네트 유선 LAN을 접속시키는 가시적 
MAC-브리지(MAC은 종래 기술의 매체 액세스 제어(Medium Access Control)를 나타낸다)로서 기능한다. 

도면에 도시된 실시예에 있어서, 동일한 무선 어댑터가 AP와 무선 노드 양자를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장애물의 영향을 무시한 AP의 BSA범위는 무선 노드의 DSA범위와 동일할 것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AP는 전원에 물리적으로 접속되어 확장된 BSA범위를 갖는 보다 강력한 송신기를 지원할 수 있다.

제1도 및 제2도는 제2도가 AP의 BSA범위를 도시하는 반면에 제1도는 무선 노드의 DSA범위를 도시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제1도에서, 무선 노드A는 DSA(10)를 갖고, 무선 노드B는 DSA(20)를 갖고, 무
선 노드C는 DSA(30)를 갖고, 무선 노드D는 DSA(40)를 가지며, 무선 노드E는 DSA(45)를 갖는다.

IR무선 LAN에 있어서는, 동일한 무선 네트워크의 일부분인 모든 네트워크 노드가 전체 네트워크 트래픽을 
청취할 수 있다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 제1도에서, 무선 노드E는 무선 노드B에 의해 전송되는 네트워크 
데이타를 청취할 수 있지만, 무선 노드C에 의해 전송되는 네트워크 데이타는 청취할 수 없는데, 이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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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노드E는 B의 DSA(20)내에 존재하지만, C의 DSA(30)의 외부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
서, C는 E에 대한 히든 노드(hidden  node)이다. 유사하게,C는 E에 대한 히든 노드인데, 이는 C가 E의 
DSA(45)의 외부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몇몇 상황에 있어서, 한 IR무선 노드는 나머지 무선 노드에 의해 전송된 데이타를 수신하는 것이 가능하
지만, 나머지 무선 로드로 데이타를 전송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 예를 들면, 제1노드(도시되지 않음)는 
제2노드(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전송된 네트워크 데이타를 청취할 수 있을 것이지만, 제2노드는 제1노드
에 의해 전송된 데이타를 수신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비대칭으로 알려져 있다.

가능한 무선 전송 장애를 보상하기 위해, 무선 패킷 운반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수신 노드가 전송 노드로 
각각의 데이타 패킷의 수신을 확인하는 특정 긍정응답 신호를 전송하도록 요구한다. 예를들면, 무선 노드
A가 유향 패킷(directed packet)을 무선 노드B로 전송하면, B는 A에 메시지 수신을 긍정응답하는 패턴을 
전송할 것이다. 이들 긍정응답 신호는 통상 유선 LAN상의 패킷 운반 시스템에서는 필요없는데, 이는 이러
한 매체의 전송에 있어서는 고장률이 낮기 때문이다.

제2도를 참조하면, AP1의 BSA는 원(60)으로 도시되는 반면에 AP2는 BSA(70)를 포함하는 것으로 도시된다. 
무선 노드 A, B 및 E는 AP1의 BSA(60)내에 존재한다. 무선 노드B는 또한 AP2의 BSA(70)내에 존재하며, 무
선 노드D도 마찬가지이다. 무선 노드C는 어느쪽의 액세스 포인트의 통신범위내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노드B가 두개의 AP의 범위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AP1과 AP2모두가 B에서 유선 LAN으로 메시지를 재전송하
면, 유선 LAN은 원하지 않는 중복된 메시지를 수신할 것이며, 마찬가지로, AP1과 AP2양자가 유선 LAN에서 
B로 메시지를 재전송하면, 노드B는 원하지 않는 중복된 메시지를 수신할 것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중복을 피하기 위해, 모든 무선 노드가 단지 하나의 AP와 연관된다

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어느 특정 무선 노드에 대해 단지 하나의 AP가 동작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스
위치 메카니즘을 제공한다.

각각의 무선 노드는 (통신범위내에 둘 이상의 AP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어느 AP와 연관될 것인지를 판
단한다. 또한, 각각의 무선 노드는 이 무선 노드가 종착 노드로 직접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지를 판단
하고, 직접 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으면, AP에게 메시지를 운반해줄 것을 요청한다. 각각의 AP는 유선 LAN
으로부터의 패킷을 이 패킷이 어드레스된 무선 노드로 재전송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한다.

각각의 AP는 유선 LAN데이타 트래픽을 감시하여 이 AP와 연관된 무선 노드중 하나로 지향된(즉, 주소지정
된) 데이타 패킷의 존재를 파악한다. AP가 유선 LAN상에서 이러한 데이타 패킷을 청취하면. AP는 이 데이
타 패킷을 인터셉트하여, 인터셉 트된 데이타 패킷을 이동 노드로 중계한다.

각각의 무선 노드는 주변에 있는 다른 노드를 인식하여 이들 다른 무선 노드로 전송할 수 있는지를 결정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각각의 무선 노드는 무선 트래픽을 감시하고, 최근에 청취된 모든 무선 노드
의 어드레스의 테이블은 유지한다. 이것을 DSA테이블로서 언급할 것이다. 노드가 다른 노드를 청취하면, 
그 다른 노드의 어드레스가 그 노드의 DSA테이블내에 존재하고 그 노드가 그 다른 노드로 송신할 수 있다
고 가정한다(즉, 적어도 초기에는 비대칭을 무시한다). 이 테이블은 그 DSA내에 상기 추적 노드가 존재하
게 되는 다른 모든 노드를 표현한다. 이것은(비대칭을 무시하면)추적 노드의 DSA내에 있는 모든 노드를 
나타낸다고 가정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각각의 무선 노드는 (모든 긍정응답 신호를 포함하는)근처 노드로부터 발산된 청취 
메시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DSA테이블 구축한다. 선 택적으로, 각각의 무선 노드는 비콘을 방출할 수 있으
며, 이것은 자신의 DSA내의 다른 모든 노드에 의해 자동적으로 청취될 것이다.

각각의 무선 노드는 또한 AP에 의해 전송된 데이타 패킷을 찾기 위해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시한다. 무선 
노드(특히, 실제 이동하는 노드)가 AP근처에 위치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각
각의 AP는 AP무선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식별하는 비콘을, 예를 들면 20초의 규칙적인 간격으로 방출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각각의 무선 노드는 청취된 모든 AP의 어드레스를 수록한 AP 이블로 불리우는 별도
의 테이블을 유지할 것이다. 바람직하게, 이 테이블은 또한 다른 정보,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청취되거
나, 가장 빈번하게 청취되거나, 가장 적게 청취된 것 등의 다른 정보를 기억한다. 이와 달리, 이 정보는 
DSA테이블의 일부분 으로서 기억될 수도 있다. 바람직하게, 무선 노드는 AP로부터의 데이타 패킷과 다른 
무선 노드로부터의 패킷 사이를 구별할 수 있는데, 이는 무선 데이타 패킷의 제어 필드내의 한 비트가 이 
데이타 패킷이 AP로부터 생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표시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각각의 AP는 그 무선 LAN
접속용의 공통 접두사를 찾는 고유한 무선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할당받는다. 예를 들면, 네트워크 어드레
스는 IRAP001일 수도 있으며, 여기서 IRAP는 모든 AP무선 네트워크 어드레스에 대한 공통 접두사이다. AP
외의 무선 네트워크 노드에는 이러한 공통 접두사가 할당되지 않는다.

각각의 AP는 또한 그 유선 LAN접속용의 유선 그룹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할당받는다. 그룹 어드레스는 멀
티캐스트,브로우드캐스트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된다. 일종의 브로우드캐스트 메시지인 멀티캐스트 메시지
가 유선 LAN내의 AP그룹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전송되면, 모든 AP가(단지 AP만이) 그러한 메시지를 수신한
다. 다른 모든 유선 네트워크 노드는 그 메시지를 무시한다.

무선 노드가 AP를 청취하였을 때, 무선 노드는 이 AP를 자신의 AP테이블 내로 기입한다. 이 무선 노드는 
또한 자신의 AP테이블내에서 어떤 AP가 자신과 연관될지를 결정한다. 연관될 AP를 결정하는 방법의 예로
서, AP테이블이 비어있는 경우(즉, 무선 노드가 이제 막 파워온된 경우, 혹은 이제 막 유선 LAN의 근처에 
도달한 경우) 연관시키거나, 더이상 현 AP신호를 청취할 수 없게 될 때까지 이러한 현 AP와의 연관을 유
지하거나, 가장 빈번히 청취된 AP와 연관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

프로시져가 무선 노드와 AP가 연관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면, 무선 노드는 AP에 연관 요구 데이타 패
킷을 전송할 것이다. 연관 요구 데이타 패킷이 AP에 성공적으로 전송되면, 즉 AP가 긍정응답을 보내오면, 
무선 네트워크 노드는 자신이 그 AP와 연관된 것으로 간주한다. 연관 요구는 무선 노드의 무선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요구는 또한 무선 노드가 이전에 어느 AP와 연관되어 있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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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각각의 AP는 BSS(Basic Service Set)테이블로 불리우는 자신과 연관된 모 

든 무선 노드의 테이블을 유지한다. 무선 노드로부터 연관요구를 성공적으로 수신한 

후, AP는 네트워크 노드 어드레스를 자신의 BSS테이블에 추가한다. 연관 요구에 의해 무선 네트워크 노드
가 이전에 다른 AP와 연관되었음이 표시되는 경우 AP는 유선 LAN을 통해 이전의 연관 AP로 연관단절요구
(diassociate)데이타 패킷을 전송하여 무선 노드와의 연관을 단절할 것을 그 AP에 명하도록, AP를 구성할 
수도 있다. 이와 달리, 일단 무선 노드가 새로운 AP와 연관된 후에는, 이 무선 노드가 이러한 연관단절 
요구를 이전의 AP에게 전송하도록 그 AP에 지시할 수 있다.

이전의 AP는, 새로운 AP로부터 연관단절 요구 데이타 패킷을 수신하면. 자신의 BSS테이블로부터 무선 네
트워크 노드 어드레스를 삭제한다.

선택사양적으로, 각각의 AP는 또한 각각의 무선 노드에 의해 유지되는 DSA테이블과 유사한 별도의 BSA테
이블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BSA테이블은 그들이 AP와 연관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자신의 BSA내의 모든 무
선 노드의 노드 어드레스를 수록한다.

무선 노드는 자신이 연관된 AP에 의해 전송된 데이타 패킷만을 수신하며, 다른 AP에 의해 전송된 모든 데
이타 패킷을 버릴 것이다. 물론, 무선 노드는 다른 무선 노드에 의해 전송된 데이타 패킷으로서 자신에 
지향된 데이타 패킷은 수신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각각의 무선 노드에 어느 AP가 연관될 것인지의 선택은 각각의 무선 노드에 의해 결정
된다. 따라서, 각각의 AP는 임의의 무선 노드에 의해 전송된 모든 데이타 패킷을 수신할 것이다. AP가 자
신과 연관되지 않은 무선 노드에 의해 자신으로 지향된 데이타 패킷을 수신하면, AP는 이 데이타 패킷을 
묵시적 인 연관 요구로 간주한다. AP는 자신의 BBS테이블에 이 무선 노드를 추가하며, 유선 LAN상으로 이 
데이타 패킷을 중계한다.

무선 노드가 데이타 패킷을 자신의 연관된 AP에 성공적으로 전송하는데 실패하면, 즉 AP가 데이타 패킷의 
수신을 긍정응답하는데 실패하면, 무선 노드는 AP와 자신의 무선 접속이 끊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무선 
노드는 그 AP와의 연관을 삭제한다. 다음에, 무선 노드는 다른 AP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 자신의 
AP테이블을 검사한다. 이용할 수 있는 AP가 존재하면, 무선 노드는 그 AP와의 연관을 이루기 위한 시도를 
할 것이다. 하나 이상의 이용할 수 있는 AP가 존재하면, AP는 바람직하게 가장 최근에 청취된 AP를 선택
한다. 

유사하게, AP가 AP와 연관된 무선 노드로 데이타를 성공적으로 전송하는데 실패하면, AP는 무선 노드와 
자신의 무선 접속이 끊어졌다고 간주하여, 자신의 BSS테이블로부터 이 무선 노드를 삭제할 것이다.

동작시, 무선 노드(전송 노드)가 다른 네트워크 노드(종착 노드)로 데이타 패킷을 전송할 준비가 된 때, 
이 무선 노드는 종착 노드의 네트워크 노드 어드레스가 자신의 DSA테이블내에 존재하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한다. 테이블내에 존재하면, 이것은 종착 노드가 전송 노드의 DSA내 다른 무선 노드라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전송 노드는 다른 무선 노드로 데이타 패킷을 직접 전송한다. 종착 노드가 DSA테이블내에 존
재하지 않으면, 전송 노드는 연관된 AP로 데이타 패킷을 전송하여, 이 AP가 종착 노드로 데이타 패킷을 
운반하는 것을 도와주도록 요청한다.

데이타 패킷을 수신한 후, AP는 이 데이타 패킷의 종착지가 자신의 BSS에 대한 것인지 체크한다. 종착 노
드가 자신의 BSS내에 존재하면(즉, 종착 노드는 또한 AP와 연관되어 있으면), AP는 무선 매체를 통해 종
착 노드로 직접 데이타 패킷을 전송한다. 그렇지 않으면, AP는 데이타 패킷을 유선 LAN상으로 
재전송한다. 종착 노드가 유선 노드이면, 종착 노드는 데이타 패킷을 직접 수신할 것이다. 종착 노드가 
다른 AP에 의해 동일한 유선 LAN에 부착된 다른 무선 LAN상에 존재하면(즉, 종착 노드가 다른 AP와 연관
된 무선 노드이면),다른 AP가 이 데이타 패킷을 종착 노드로 중계할 것이다.

제3도는 바람직한 실시예가 어떻게 실행되는 지를 3가지 예를 통해 보여준다. 무선 네트워크 노드 A는 
AP1의 BSA에 이제 각 진입한 것으로 가정한다. 무선 네트워크 노드A는 이전에 어느 AP와와 연관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자. 무선 네트워크 노드A가 AP1의 비콘을 청취할 때, 또는 이와달리, AP1에서 무선 네트워
크 노드B로의 데이타 트래픽을 청취할 때, 노드A는 AP1로 연관 요구 데이타 패킷을 전송한다. 연관 요구 
데이타 패킷을 성공적으로 전송한 후(즉, AP1의 긍정응답을 수신한 후),무선 네트워크 노드A는 자신이 
AP1과 연관된 것으로 간주한다. 연관 요구 데이타 패킷을 성공적으로 수신한 후, AP1는 자신의 BSS테이블
에 A를 추가한다. AP1는 또한 유선 LAN상으로 연관단절 요구 데이타 패킷을 전송하여, 이전에 무선 네트
워크 노드 A와 연관되었던 AP에게 이제 AP1이 노드 A와 연관되며, 이전의 AP는 연관단절되어야 한다는 것
을 알려준다. 이것은 멀티캐스트 방식 또는 A가 실제로 연관되었던 AP로 지향된 패킷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A는 데이타 패킷을 유선 네트워크 노드X로 전송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A는 먼저 자신의 DSA테이
블을 조사하여 X가 통신범위내의 무선 노드인지를 체크한다. X가 A의 DSA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A는 
제3도에 화살표 (100)로 도시된 바와 같이 AP1로 데이타 패킷을 전송한다. 다음에, AP1는 자신의 BSS테이
블을 조사하여 X가 자신의 BSA내의 연관된 무선 노드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X는 이 BSS테이블에 리스트되
지 않았으므로, AP1는 화살표(105)로 도시된바와 같이 유선 LAN상으로 데이타 패킷을 재전송한다.

X는 데이타 패킷을 수신한 후 응답 데이타 패킷을 A로 다시 전송한다고 더 가정하자. AP1는 유턴 LAN데이
타 트래픽을 감시하고, 자신의 BSS내에 존재하는 A로 지향된 데이타 패킷을 청취한다. AP1는 데이타 패킷
을 인터셉트하여 인터셉트 된 데이타 패킷을 무선 매체를 경유하여 A로 전송한다.

노드A및 노드B가 AP1과 연관되었고, (즉 이들은 AP1의 BSS내에 존재하 고),노드B는 노드A로 데이타 패킷
을 전송하기를 원한다고 가정하자. 노드B는 자신의 DSA를 조차하여 A가 통신범위내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제1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노드B는 노드A의 DSA(10)내에 존재하지 않으며, 노드A 역시 노드B
의 DSA(20)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즉, 노드A 및 노드B는, 이들이 모두 AP1의 통신범위내에 존재하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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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은폐되어 있다. 두 노드간의 직접 무선 통신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B는 제3도의 화살표(120)로 도
시된 바와 같이 AP1에 데이타 패킷을 전송하여 데이타 패킷을 운반하는 것을 도와주도록 요청한다. AP1는 
자신의 BSS를 조사하여, A가 AP1과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AP1는 화살표(125)로 도시된 바와 
같이 무선 매체를 이용해 데이타 패킷을 A로 전송할 것이다. 노드B가 AP2의 BSA내에 또한 존재한다 하더
라도, 노드B는 AP1와 연관되며, 따라서 AP2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노드A는 AP2와 결합된 노드D로 데이타 패킷을 전송하기를 원한다고 가정 하자. 노드D는 노드A의 DSA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A는 화살표(130)로 도시된 바와 같이 AP1로 패킷을 전송한다. 노드D가 AP1와 연관
되어 있지 않기 때문 에, AP1는 화살표(135)로 도시된 바와 같이 유선 LAN상으로 데이타 패킷을 재전송 
한다, AP2는 이러한 데이타 패킷을 청취하고, 노드D가 데이타 패킷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며, 화살
표(140)로 도시된 바와 같이 노드D로 데이타 패킷을 직접 재전송한다.

노드B는 AP1과 AP2양자의 BSA내에 존재한다는 젓을 주목해야 한다. 노 드B는 AP2와 연관되어 있고(따라서 
AP1과 연관되어 있지 않고),무선 노드A가 데이타 패킷을 무선 노드B로 전송하면, AP1는 노드B로 데이타 
패킷을 직접적으로 전송하기 보다는 유선 LAN상으로 데이타 패킷을 재전송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AP2는 데이타 패킷을 인터셉트하여 인터셉트된 데이타를 노드D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노드B로 재전송할 
것이다(이는 노드B가 AP2의 BSS 테이블내에 존재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4도는 배회형 무선 노드(roaming wireless node)가 상이한 AP의 BSA의 내외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도시한다. 무선 노드가 AP의 BSA사이를 이동할때, 무선 노드는 하나의 AP와는 연관단절되고, 다른 AP와 
연관된다. 이 무선 네트워크 노드에 의해 유선 LAN으로 전송된 데이타 패킷은, 이 무선 노드가 존재하는 
장소와 이 무선 노드가 연관된 AP에 따라 상이한 AP에 의해 재전송된다. 마찬가지로, 무선 노드로 지향된 
데이타 패킷은, 이 무선 노드가 존재하는 장소와 이 무선 노드가 연관된 AP에 따라 상이한 AP에 의해 재
전송된다. 이러한 절차가 아래에 기술 될 것이다.

노드가 배회 이동할 때, 노드는 자신의 AP테이블내 모든 AP의 통신범위로 부터 벗어나 여기 저기 이동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무선 노드는 이 무선 노드가 다 른 AP의 통신범위내에 도달하여 그 AP와 연관될 때
까지 유선 LAN으로부터 접속 이 단절된다. 물론, 배회형 노드는 상기 AP의 존재를 인식할 때까지(즉, AP
의 비콘 

이나 규칙적인 전송을 청취할 때까지), 상기 AP와 연관되지 않는다. 선택적으로, 무선 네트워크 노드가 
AP의 BSA내로 이동하는 것과 AP의 존재를 검출하는 것 사이 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각각의 AP는 AP가 무
선 노드를 처음으로 검출하기 이전에 자신의 비콘을 브로우드캐스트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전술한 바와 
같이 AP는 자신의 BSS테이블에 더하여 BSA테이블을 유지한다. 이와 달리, AP는 BSS테이블과 BSA테이블을 
하나의 확장된 BSA테이블로 결합하여, 하나의 추가적인 열이 리스트된 각각의 무선 노드의 자신과의 연관 
여부를 식별하도록 할 수도 있다. AP가 자신의 BSA테이블내 리스트되지 않은 무선 노드를 청취하면, AP는 
스케줄에 앞서 자신의 비콘을 생성한다. AP는 무선 노드에 의해 전송되는, 통상적으로 브로우드캐스트 패
킷인 데이타 패킷을 청취함으로써 무선 노드의 존재를 검출한다. 이러한 브로우드캐스트 패킷은 통상적으
로 어떠한 노드가 네트워크내에 존재하는지를 판단해 시도하는 상부계층 네트워크 운영 체제에 응답하여 
생성된다. 무선 노드에 의해 방출된 이러한 브로우드캐스트 패킷의 결과는 AP에 의해 방출된 조기 스케줄
된 비콘이며, 이는 다시 연관 프로세스를 개시한다.

예를 들면, 제4도를 참조하면, 무선 노드A는 최초에 장소(200)에 위치하고, AP1과 연관된 것으로 가정하
자. 따라서, 무선 노드A는 AP1를 경유하여 유선 네트워크 노드X와 통신한다. A가 장소(210)로서 도시된 
바와 같이 어떠한 AP에 의해서도 커버되지 않는 영역으로 이동함이 따라서, A는 AP1을 통해 X로 전송한 
어떠한 패킷에 대해서도 AP1로부터 긍정응답을 수신할 수 없다. 따라서, A는 자신이 AP1과 더 이상 연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는 A가 더이상 AP1과 통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A가 장소(220)로서 도시된 
바와 같이 AP2의 BSA내로 이동하면, A는 AP2의 비콘이나 AP2의 데이타 트래픽을 관찰함으로써 AP2의 존재
를 인식할 수 있다. A가 AP2를 청취하기 전에 AP2가 노드 A를 청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 
AP2는 장소(200)또는 장소(210)에서 A를 청취한 적이 없기 때문에, AP2는 A가 AP2에 의해 청취된 적이 없
는 노드라는 것을 선택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자신의 비콘을 조기에 방출할 것이다. 어느 경우에나, A
는 AP2와의 연관 프로세스를 개시한다. 이것은 A와 네트워크를 재접속시켜, A가 X와 다시 통신할 수도록 
해준다. 전체 영역이 AP에 의해 충분히 커버된다고 가정하면, A는 네트워크와 접속을 유지하면서 이 영역
의 여기 저기를 이동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범주를  벗어남이  없이,  전술한  예시적인  실시예에  다양한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은 
명백하다. 모든 이러한 변경은 첨부된 특허청구범위내에 포함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네트워크내의 통신을 위한 노드에 있어서, ①무선 통신에 의하여 상기 네트워크 내의 다른 노드들로 데이
타를 전송하고 상기 다른 노드들로부터 무선 통신에 의하여 데이타를 수신하는 무선 네트워크 어댑터 수
단과, ② 상기 무선 네트워크 어댑터 수단에 의해 수신된 데이타를 감시하여, 상기 수신된 데이타의 전송
원(轉送元)인 다른 네트워크 노드 및 인터네트워킹 노드를 식별해주는 식별 정보를 상기 데이타로부터 추
출하는 감시 수단과, ③ 상기 식별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 수단과, ④ 상기 저장 수단이 어느 인터네트워
킹 노드에 대한 식별 정보도 갖고 있지 않은지, 하나의 인터네트워킹 노드에 대한 식별 정보를 갖고 있는
지 또는 둘 이상의 인터네트워킹 노드에 대한 식별 정보를 갖고 있는지를 판정하는 수단 - 상기 판정 수
단은, 상기 저장 수단이 적어도 하나의 인터네트워킹 노드에 대한 식별 정보를 가지며 상기 노드가 아직 
인터네트워킹 노드와 연관되지 않았다고 판정하면, 상기 노드는 상기 저장 수단이 식별 정보를 가지고 있
는 인터네트워킹 노드들 중 하나를 선택하고 상기 데이터 전송 수단으로 하여금 상기 선택된 하나의 인터
네트워킹 노드로 연관 요구를 보내도록 함 - 을 포함하는 네트워크내의 통신을 위한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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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판정 수단이 상기 데이타 수신 수단을 통해 상기 선택된 인터네트워킹 노드가 연관 
요구를 수용하였다는 확인을 수신하면, 상기 노드는 상기 저장 수단에 하나의 엔트리를 기재하여 상기 선
택된 인터네트워킹 노드가 상기 판정 수단을 일부분으로 포함하는 노드와 연관되었음을 나타내는 네트워
크내의 통신을 위한 노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노드가 자신이 연관된 인터네트워킹 노드가 아닌 특정한 다른 노드로 데이타를 전
송하려 할 때마다 상기 저장 수단을 액세스하는 수단과, 만일 상기 특정 노드에 대한 식별 데이타가 상기 
저장 수단내에 있지 않은 경우 이후의 전송을 위해 상기 데이타를 상기 연관된 인터네트워킹 노드로 재주
소지정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네트워크내의 통신을 위한 노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 정보는 상기 정보가 관련된 노드의 네트워크 주소를 포함하는 네트워크내의 
통신을 위한 노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다른 노드들로부터 연관 요구를 수용하는 수단과, 상기 노드가 수용한 연관 요구를 전송
함으로써 상기 노드와 연관된 모든 다른 노드들의 리스트를 유지하기 위한 제 2저장 수단을 포함하는 네
트워크내의 통신을 위한 노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노드가 또다른 노드로부터 연관 요구를 수용할 때마다 상기 유선 LAN을 경유하여 
다른 인터네트워킹 노드들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수단 -상기 메시지는 다른 인터네트워킹 노드들에게 상기 
노드가 상기 또다른 노드와 연관되었음을 통지함 -을 더 포함하는 네트워크내의 통신을 위한 노드.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유선 네트워크 상에서 데이타를 감시하는 제2감시 수단과, 상기 리스트상의 임의의 
노드로 주소 지정된 데이타를 선택해내고 상기 무선 네트워크 어댑터 수단으로 하여금 상기 데이타를 상
기 리스트상의 노드로 주소지정된 무선 통신에 의해 전송하도록 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네트워크내의 
통신을 위한 노드. 

청구항 8 

네트워크내의 통신을 위한 방법에서, ① 무선통신에 의하여 상기 네트워크내의 제1노드로부터 상기 네트
워크내의 다른 노드들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상기 다른 노드들로부터 무선 통신에 의하여 데이터를 수신하
는 단계와, ② 수신된 데이타를 감시하여, 상기 수신된 데이타의 전송원인 다른 네트워크 노드들을 식별
해주는 식별 정보를 상기 데이타로부터 추출하는 단계와, ③ 식별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와, ④ 수신된 데
이타를 감시하여, 상기 수신된 데이타의 전송원인 각각의 다른 노드가 식별 정보내에서 인터네트워킹 노
드로서 식별되는지의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상기 식별 정보를 추출하고, 상기 다른 노드가 인터네트워킹 
노드로서 식별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식별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와, ⑤ 어느 인터네트워킹 노드에 대한 식
별 정보도 갖고 있지 않은지, 하나의 인터네트워킹 노드에 대한 식별 정보를 갖고 있는지 또는 둘 이상의 
인터네트워킹 노드에 대한 식별 정보를 갖고 있는지를 판정하는 단계와, ⑥ 적어도 하나의 인터네트워킹 
노드에 대한 식별 정보를 갖고 있다고 판정하면, 상기 제1노드가 이미 인터네트워킹 노드와 연관되어 있
는지를 판정하고, 만약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식별 정보가 저장된 상기 인터네트워킹 노드중 하나를 선
택하고 상기 선택된 인터네트워킹 노드로 연관 요구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네트워크내에서의 통신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노드를 식별해주며 상기 제1노드가 인터네트워킹 노드라는 사실을 식별해주는 
식별 정보를 주기적으로 브로우드캐스팅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네트워크내에서의 통신 방법.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노드에 의해 전송된 각 데이터 메시지와 더불어, 상기 제1노드를 식별해주며 상기 
제1노드가 인터네트워킹 노드라는 사실을 식별해 주는 식별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네트워
크내에서의 통신 방법.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인터네트워킹 노드가 연관 요구를 수용하였다는 확인을 수신하면, 하나의 
엔트리를 기재하여 상기 선택된 인터네트워킹 노드가 상기 제1노드와 연관되었음을 나타내는 네트워크내
에서의 통신 방법.

청구항 12 

무선 통신에 의하여 데이타를 네트워크내의 다른 노드로 전송하고, 이러한 노드로부터 데이타를 무선 통
신에 의하여 수신하는 무선 네트워크 어댑터 수단을 포함하는, 상기 네트워크에 사용하기 위한 인터네트
워킹 노드에 있어서, ① 유선 LAN을 따라 상기 유선 LAN상의 다른 유선 노드들로 데이타를 전송하고 상기 
유선 LAN을 따라 상기 다른 유선 노드들로부터 데이타를 수신하는 유선 LAN어댑터 수단과, 상기 데이타를 
상기 유선 LAN어댑터 수단에 의해 전송 또는 수신되기에 적당한 포맷과 상기 무선 네트워크 어댑터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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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전송 또는 수신되기에 적합한 포맷 간에 상호변환하는 수단 -상기 인터네트워킹 노드는 상기 유
선 LAN으로부터 데이타를 수신하고 이 데이타를 무선 통신에 의해 전송할 수 있으며, 또한 무선 통신에 
의해 데이타를 수신하고 이 데이타를 유선 LAN을 따라 전송할 수 있음 -과, ② 상기 무선 네트워크 어댑
터 수단을 통하여 상기 인터네트워킹 노드가 인터네트워킹 노드임을 식별해주는 식별 정보를 주기적으로 
브로우드캐스팅(broadcasting)하는 수단과, ③ 상기 무선 네트워크 어댑터 수단을 통해 상기 인터네트워
킹 노드에 의해 전송된 각 데이타 메시지와 더불어, 상기 인터네트워킹-노드가 인터네트워킹 노드임을 식
별해주는 식별 정보를 전송하는 수단과, ④ 상기 무선 네트워크 어댑터 수단에 의해 수신된 데이타를 감
시하여, 상기 수신된 데이타의 전송원인 다른 네트워크 노드를 식별해주는 식별 정보를 상기 데이타로부
터 추출하는 감기 수단과, ⑤ 상기 식별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 수단과, ⑥ 다른 노드들로부터 연관 요구
를 수용하는 수단과, 상기 인터네트워킹 노드가 수용한 연관 요구를 전송함으로써 상기 인터네트워킹 노
드와 연관된 모든 다른 노드들의 리스트를 유지하는 제2저장 수단을 포함하는 인터네트워킹 노드.

청구항 13 

인터 네트워킹 노드를 구비한 네트워크내에서 통신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① 상기 네트워크내의 상기 
인터네트워킹 노드로부터 무선 통신에 의하여 상기 네트워크내의 다른 노드로 데이타 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다른 노드로부터 무선 통신에 의하여 데이터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와, ② 상기 인터네트워킹 노드
를 식별해주고 상기 인터네트워킹 노드를 식별해주고 상기 인터네트워킹 노드가 인터네트워킹 노드라는 
사실을 식별해주는 식별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와, ③ 상기 인터네트워킹 노드를 식별해주고 상기 인터네
트워킹  노드가  인터네트워킹  노드라는  사실을  식별해주는  식별정보를  주기적으로 브로우드캐스팅

(broadcasting)하는 단계와, ④ 유선 LAN을 따라 유선 LAN어댑터를 경유하고 유선 LAN상의 다른 유선노드
들로 데이터 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유선 LAN을 따라 상기 다른 유선 노드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며, 
이러한 데이터를 상기 노드의 상기 유선LAN어댑터 수단에 의해 전송 또는 수신되기에 적당한 포맷간에 상
호변환할 수 있는 단계 -상기 인터네트워킹 노드는 상기 유선 LAN으로부터 데이타를 수신하고 이 데이터
를 무선 통신에 의해 전송할 수 있으며, 또한 무선 통신에 의해 데이타를 수신하고 이 데이타를 유선 LAN
을 따라 전송할 수 있음 -와, ⑤ 수신된 데이타를 감시하여, 상기 수신된 데이타의 전송원인 상기 다른 
네트워크 노드를 식별해주는 식별 정보를 상기 데이타로부터 추출하는 단계와, ⑥ 상기 식별 정보를 저장
하는 단계와, ⑦ 다른 노드들로부터 연관 요구를 수용하고, 연관 노드의 리스트내에 이러한 연관 요구가 
수용된 모든 노드들을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네트워크내에서의 통신 방법.

청구항 14 

유선 LAN(a wired LAN)을 따라 상기 유선 LAN상의 다른 유선 노드들로 데이타를 전송하고 상기 유선 LAN
을 따라 상기 다른 유선 노드들로부터 데이타를 수신하는 수단과, 이러한 데이타를 유선 LAN어댑터 수단
에 의해 전송 또는 수신되기에 적당한 포맷과 무선 네트워크 어댑터 수단에 의해 전송 또는 수신되기에 
적합한 포맷 간에 상호변환(interconvert)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인터네트워킹 노드 -상기 인터네트
워킹 노드는 상기 유선 LAN으로부터 데이타를 수신하고 이 데이타를 무선 통신에 의해 전송할 수 있으며, 
또한 무선 통신에 의해 데이타를 수신하고 이 데이타를 유선 LAN을 따라 전송할 수 있음 -를 포함하는 네
트워크내에서 통신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① 상기 네트워크내의 상기 인터네트워킹 노드로부터 무선 
통신에 의하여 상기 네트워크내의 다른 노드로 데이타를 전송하고, 상기 다른 노드로부터 무선 통신에 의
하여 데이타를 수신되는 단계와, ② 상기 인터네트워킹 노드를 식별해주는 식별 정보를 주기적으로 브로
우드캐스팅 (broadcasting)하는 단계와, ③ 상기 노드에 의해 전송된 각 데이타 메시지와 더불어, 상기 
인터네트워킹 노드를 식별해주는 식별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와, ④ 지정된 간격내에 수신된 상기 메시지
의 전송원인 모든 다른 노드들의 리스트를 유지하고, 수신된 각각의 새로운 메시지가 상기 리스트상의 노
드로부터 온 것인지 여부를 판정하며, 상기 리스트상에 있지 않는 노드로부터 메시지가 온 경우 이에 응
답하여 상기 노드를 상기 리스트에 추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네트워크내에서의 통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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