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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선 인프라스트럭쳐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통신시스템 및그 통신방법

요약

  무선 인프라스트럭쳐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통신시스템 및 그 통신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에 따른 적어도 하나의 무선

디바이스 및 무선 디바이스를 동기화 시키는 액세스 포인트로 구성된 무선 통신시스템의 통신방법은, 액세스 포인트가 주

위에 존재하는 인접 액세스 포인트를 검색하여, 인접 액세스 포인트가 존재하는 경우 검색된 인접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와, 저장된 정보를 참조하여 검색된 인접 액세스 포인트의 통신상태를 소정 주기로 검사하고, 인접

액세스 포인트가 통신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되면, 인접 액세스 포인트에 링크된 외부 무선 디바이스로 액세스 포인트 교체

명령을 전송하는 단계 및 액세스 포인트 교체 명령에 대응하여 외부 무선 디바이스로부터 수신되는 통신접속요청신호에

따라, 외부 무선 디바이스와의 새로운 통신 채널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에 의해, 자신이 가입된 액세스 포인트가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돌발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인접 액세스 포인트에 가입하여 통신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통

신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대표도

도 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무선 인프라스트럭쳐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무선 통신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도면,

  도 2는 도 1에 도시된 각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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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은 도 1에 도시된 각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블록도, 그리고,

  도 4 내지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 통신시스템의 통신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흐름도 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 유선 랜 200 : 액세스 포인트

  210, 310 : 제어부 220, 320 : 무선 송수신부

  230 : 유선 송수신부 240, 330 : 저장부

  250 : 신호레벨 검출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무선 통신시스템 및 그 통신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인프라스트럭쳐(Infrastructure)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무선 통신시스템 및 그 통신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무선 통신 기술의 발달에 의해 무선에 의한 네트워크 환경이 생활 주변에서 보편화되고 있다. 일 예로, 종래의 유선

랜을 대체하는 기술로서,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1과 같은 무선 랜(Wireless

Local Area Network : WLAN) 기술이 보급되고 있다.

  IEEE 802.11 무선 랜의 특징은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ISM(Industrial Scientific Medical) 밴드라고 불리는 2.4 GHz

대역의 무선 RF(Radio Frequency) 기술을 이용하여 유선 랜과 동등한 수준의 네트워킹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IEEE

802.11 무선 랜은 인프라스트럭쳐 네트워킹과 애드혹(Ad-Hoc) 네트워킹의 두 가지 전송 모드가 있다. 이 때, 애드혹 모드

는 무선 랜을 장착한 디바이스만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으로, 외부 네트워크망과는 연결되지 않는다. 즉, 애드혹 모

드는 무선 랜 디바이스간에만 통신이 이루어지므로 주로 소규모 사무실이나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사용된다.

  인프라스트럭쳐 모드는 사무실 내에서 기존의 유선 랜과 동일한 환경에서 사용 가능하며, 유선 네트워크망(이더넷

(Ethernet))에 유무선 접속 중계 장치인 액세스 포인트(Access Point)를 연결하여 무선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액세스 포

인트는 무선 랜 디바이스와 유선 랜 디바이스의 브릿지 역할을 하여, 상호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다른 무

선 LAN 디바이스와 통신을 하는 경우에, 인프라스트럭쳐(infrastructure mode)라 불리는 액세스 포인트를 통한 무선 통

신이 가능하다.

  무선 디바이스들은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유선 디바이스들과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서 액세스 포인트의 무선 통신범위 내

에 존재하여야 하며, 액세스 포인트에 부여된 BSSID(Basic Service Set Identifier) 및 SSID(Service Set Identifier)와

동일한 ID를 공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무선 디바이스들은 무선 랜 채널을 변경하면서 액세스 포인트가 소정 주기로 전

송하는 비컨 프레임(Beacon frame)을 수신한다. 비컨 프레임을 수신한 무선 디바이스는 비컨 프레임을 수신한 채널의 액

세스 포인트에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여 액세스 포인트로의 접속을 요청(association request)한다.

  무선 디바이스로부터 접속요청신호를 수신한 액세스 포인트는 해당 무선 디바이스로 자신에게 부여된 BSSID 및 SSID을

포함하여 연결 응답 신호(association response message)를 전송한다. 무선 디바이스는 연결 응답 신호를 수신하여 자신

의 네트워크 정보에 등록시킴으로써 액세스 포인트와 무선 디바이스 사이에 통신 채널이 링크된다.

  액세스 포인트와 무선 디바이스 사이에 통신 채널이 링크되면, 무선 디바이스는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유선 디바이스들

과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네트워크 자원을 공유할 수 있다. 그런데, 액세스 포인트가 시스템 다운과 같은 시스템 결

함에 의해 정상적인 동작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액세스 포인트에 접속된 무선 디바이스들은 더 이상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액세스 포인트에 접속된 무선 디바이스들은 일단 데이터 송수신 동작을 멈추고, 임의로 설정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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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대기한다. 그리고, 액세스 포인트로의 접속을 시도하지만, 무선 디바이스들은 액세스 포인트가 다시 정상적인 동작을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해당 네트워크에 접속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무선 디바이스와 액세스 포인트간의 통신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무선 인프라스트럭쳐 네트워크 환경

에서 인접한 위치의 액세스 포인트 중 어느 하나의 액세스 포인트에 무선 디바이스들이 접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한 액세스 포인트에 접속된 무선 디바이스들에게 다른 액세스 포인트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한 무선통신

시스템 및 그 통신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무선 인프라스트럭쳐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통신시스템은 적

어도 하나의 무선 디바이스 및 상기 무선 디바이스를 동기화시키는 액세스 포인트를 구비한다. 이때, 상기 액세스 포인트

는 주위에 존재하는 인접 액세스 포인트를 검색하여, 검색된 상기 인접 액세스 포인트의 통신상태를 소정 주기로 검사하

며, 상기 인접 액세스 포인트가 통신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되면, 상기 인접 액세스 포인트에 링크된 외부 무선 디바이스로

액세스 포인트 교체 명령을 전송하고, 상기 액세스 포인트 교체 명령에 대응하여 상기 외부 무선 디바이스로부터 수신되는

통신접속요청신호에 따라, 상기 외부 무선 디바이스와의 새로운 통신 채널을 형성한다.

  상기 액세스 포인트는, 상기 무선 디바이스 및 상기 외부 무선 디바이스와 통신을 수행하는 무선 송수신부와, 상기 인접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는 저장부 및 상기 인접 액세스 포인트를 검색하여, 검색된 상기 인접 액세스 포인트

에 대한 정보를 상기 저장부에 저장하고, 저장된 상기 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인접 액세스 포인트의 통신상태를 소정 주기

로 검사하여, 상기 인접 액세스 포인트가 통신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되면, 상기 무선 송수신부를 통해 상기 액세스 포인트

교체 명령을 전송하고, 상기 액세스 포인트 교체 명령에 대응하여 상기 외부 무선 디바이스로부터 수신되는 통신접속요청

신호에 따라 상기 외부 무선 디바이스와의 새로운 통신 채널을 형성하는 제어부를 구비한다.

  상기 인접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정보는, 상기 인접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맥(MAC) 주소 정보 및 네트워크 주소 정보를

포함한다.

  상기 제어부는, 상기 무선 송수신부를 통해 비컨 프레임이 수신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상기 인접 액세스 포인트의 존

재유무를 판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무선 송수신부를 통해 수신되는 신호의 레벨을 검출하는 신호레벨 검출부를 더 구비하며, 상기 제어

부는 상기 신호레벨 검출부에 의해 검출된 상기 비컨 프레임에 대한 신호레벨값이 소정의 임계값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인접 액세스 포인트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상기와 같은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적어도 하나의 무선 디바이스 및 상기 무선 디바이스를

동기화 시키는 액세스 포인트로 구성된 무선 통신시스템의 통신방법은, (a) 상기 액세스 포인트가 주위에 존재하는 인접

액세스 포인트를 검색하여, 상기 인접 액세스 포인트가 존재하는 경우, 검색된 상기 인접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저

장하는 단계와, (b) 저장된 상기 정보를 참조하여, 검색된 상기 인접 액세스 포인트의 통신상태를 소정 주기로 검사하고,

상기 인접 액세스 포인트가 통신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되면, 상기 인접 액세스 포인트에 링크된 외부 무선 디바이스로 액

세스 포인트 교체 명령을 전송하는 단계 및 (c) 상기 액세스 포인트 교체 명령에 대응하여 상기 외부 무선 디바이스로부터

수신되는 통신접속요청신호에 따라, 상기 외부 무선 디바이스와의 새로운 통신 채널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인접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정보는, 상기 인접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맥(MAC) 주소 정보 및 네트워크 주소 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a) 단계에서, 상기 액세스 포인트는 무선 통신 채널을 통해 비컨 프레임이 수신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상

기 인접 액세스 포인트의 존재유무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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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직하게는, 상기 (c) 단계는, (c1) 상기 등록 리스트에 등록된 상기 인접 액세스 포인트로 통신접속요청신호를 브로드

캐스트 하는 단계와, (c2) 상기 인접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접속응답신호가 수신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상기 인접 액세스 포

인트의 통신상태를 판단하는 단계 및 (c3) 상기 인접 액세스 포인트가 통신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외부

무선 디바이스로 상기 액세스 포인트 교체 명령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무선 인프라스트럭쳐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무선 통신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무선 디바이스1 내지 무선 디바이스4는 액세스 포인트(Access Point, 이하 "AP"라 칭함)인 AP1 과 하

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무선 디바이스5 내지 무선 디바이스7은 AP2와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AP1 및 AP2는

유선 랜(100)을 통해 접속되어 있으며, 유선 랜(100)을 통해 접속된 유선 디바이스들과 무선 디바이스1 내지 무선 디바이

스7을 연결하는 브릿지(Bridge) 역할을 수행한다. 도 1에서 참조부호 A 및 B는 각각 AP1 및 AP2 을 통한 무선 통신범위

를 의미한다.

  AP1에 접속된 무선 디바이스1 내지 무선 디바이스4는 AP1에 부여된 BSSID(Basic Service Set Identifier) 및

SSID(Service Set Identifier)와 동일한 ID를 가지며, AP1을 통해서만 유선 디바이스들과 통신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AP2에 접속된 무선 디바이스5 내지 무선 디바이스7은 AP2에 부여된 BSSID 및 SSID와 동일한 ID를 가지며, AP2를 통해

서만 유선 디바이스들과 통신이 가능하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각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블록도 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액세스 포인트(200)는 제어부(210), 무선 송수신부(220), 유선 송수신부(230), 저장부(240) 및 신호레

벨 검출부(250)를 구비한다.

  무선 송수신부(220)는 제어부(210)와 무선 랜 디바이스 사이의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즉, 무선 송수신부(220)는

안테나를 통해 무선 디바이스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 패킷을 수신하거나, 전송대상 데이터 패킷을 안테나를 통해 무선 디

바이스로 전송한다.

  유선 송수신부(230)는 제어부(210)와 유선 랜 디바이스 사이의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즉, 유선 송수신부(230)는

제어부(210)와 유선 랜 디바이스 사이의 데이터 패킷의 송수신을 제어한다.

  저장부(240)는 AP(200)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 프로그램이 저장되는 ROM과, 무선 송수신부(220) 및

유선 송수신부(230)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 패킷을 임시 저장하는 RAM을 구비한다. 본 발명에 따른 저장부(240)에는 인

접 AP에 대한 등록 리스트 정보가 기록된다. [표 1]은 저장부(240)에 저장된 인접 AP에 대한 등록 리스트의 일 예를 나타

낸 것이다.

  

표 1.

 AP NAME  SSID  BSSID  etc

 AP1  aaa  DDDDDDDD  ...

 AP2  bbb  EEEEEEEE  ...

 AP3  ccc  AAAAAAAA  ...

 AP4  ddd  FFFFFFFF  ...

  [표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인접 AP에 대한 정보는 인접 AP명, AP의 네트워크 주소(SSID), AP의 맥(Media Acess

Control : MAC) 주소(BSSID) 및 기타 정보 등을 포함한다.

  신호레벨 검출부(250)는 무선 송수신부(220) 및 유선 송수신부(230)를 통해 수신되는 신호의 레벨을 검출한다. 신호레

벨 검출부(250)에 의해 검출된 신호레벨값은 제어부(210)로 인가된다.

등록특허 10-0520931

- 4 -



  제어부(210)는 저장부(240)에 저장된 제어 프로그램에 따라 AP(200)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한다. 제어부(210)는 본

발명에 따른 최적화 통신이 가능하도록 인접 AP들로부터 비컨 프레임(Becaon frame)이 수신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수신된 비컨 프레임의 신호레벨에 따라 인접 AP의 존재유무를 판단한다. 이 때, 제어부(210)는 수신된 비컨 프레임에 대

응하여 신호레벨 검출부(250)로부터 입력받은 신호레벨값을 소정의 임계값과 비교하고, 비교결과에 따라 AP(200)의 무

선 통신범위 내에 다른 AP의 존재 유무를 판단한다. 제어부(210)는 수신된 신호의 레벨값이 소정의 임계값 이상인 경우

인접 위치에 다른 AP가 있음을 판단한다.

  또한, 제어부(210)는 AP와의 통신을 통해 인접 AP의 통신상태를 파악하고, 인접한 AP가 통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

인 경우, 인접 AP에 접속된 무선 디바이스들이 AP를 교체할 수 있도록 AP 교체 명령 신호를 브로드캐스트 한다.

  도 3은 도 1에 도시된 각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블록도 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무선 디바이스(300)는 제어부(310), 무선 송수신부(320) 및 제어부(310)를 구비한다.

  무선 송수신부(320)는 제어부(310)와 무선 디바이스 사이의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어한다. 무선 송수신부(320)는 안테나

를 통해 데이터 패킷을 송수신한다.

  저장부(330)는 무선 디바이스(300)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 프로그램이 저장되는 ROM과, 무선 송수신부

(320)를 통해 송수신할 데이터 패킷을 임시 저장하는 RAM을 구비한다.

  제어부(310)는 저장부(330)에 저장된 제어 프로그램에 따라 무선 디바이스(300)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한다. 제어부

(310)는 현재 가입된 AP와의 통신이 수행되지 않아 통신 대기 중에, 다른 AP로부터 AP의 교체를 요청하는 신호가 수신되

면, AP 교체요청신호를 전송한 인접 AP로 접속을 요청한다. 인접 AP와의 통신 채널이 형성되면, 무선 디바이스(300)는

인접 AP를 통해 통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도 4 내지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 통신시스템의 통신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흐름도 이다.

  도 4는 액세스 포인트의 동작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흐름도 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도 1에 도시된 AP1을 기준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도 4를 참조하면, AP1은 주위에 인접 AP의 존재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비컨 프레임이 수신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S400). 비컨 프레임이 수신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AP1은 현재 수신되는 비컨 프레임의 신호레벨이 소정의 임계값 이상인

지의 여부를 판단한다(S410). S410 단계의 판단결과 수신된 신호의 레벨이 소정의 임계값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면, AP1

은 인접 AP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한다(S420). 이와 달리, AP1은 수신된 신호의 레벨이 소정의 임계값 이하인 것으로 판

단되면, 인접 AP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여 종료한다. 이하에서는 도 1에 도시된 AP2를 인접 AP로 예로 들어 설

명한다.

  다음으로, AP1은 AP2로 통신 설정을 요구하는 어소시에이션 요청신호를 전송한다. 이 때, AP2는 AP1에게 통신 설정에

필요한 BSSID 및 SSID 정보가 포함된 어소시에이션 응답신호를 전송한다. AP1은 AP2로부터 인가 받은 어소시에이션 응

답신호에 포함된 BSSID 및 SSID를 이용하여 AP2가 기 등록된 인접 AP인지의 여부를 판단한다(S430). S430 단계의 판

단결과 AP2가 등록되지 않은 인접 AP인 것으로 판단되면, AP1은 AP2에 대한 등록정보(BSSID 및 SSID)를 인접 AP 등록

리스트에 저장한다(S440). 그리고, AP1은 소정 주기로 AP2와 통신을 수행한다(S450).

  도 5를 참조하여 S450 단계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S440 단계에서 AP2를 인접 AP로 등록한 후, AP1은 기 설정된 소

정 시간이 경과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S451). S451 단계의 판단결과 소정 시간이 경과된 것으로 판단되면, AP1은

AP2로 비컨 프레임을 전송한다(S452). 그리고, AP1은 AP2의 통신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비컨 프레임에 대응하여 AP2로

부터 응답 신호가 수신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S453). 한편, AP1 및 AP2는 자신에게 접속된 무선 디바이스들과의 동

기화를 위해 소정 주기로 비컨 프레임을 브로드 캐스트하므로, AP1은 AP2로부터 비컨 프레임이 수신되는지의 여부를 확

인하여 AP2의 통신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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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53 단계에서 AP2로부터 송신한 비컨 프레임에 대한 응답신호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소정시간 동안 비

컨 프레임이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AP1은 AP2에 대한 정보를 인접 AP 등록 리스트에서 삭제한다(S454). 그리

고, AP1은 자신에게 접속된 무선 디바이스1 내지 무선 디바이스4에게 통신 대기신호를 전송한다(S455). 이 때, AP1에 접

속된 무선 디바이스1 내지 무선 디바이스 4는 AP1로부터 통신 재개 신호가 수신될 때까지 대기한다.

  S455 단계 후, AP1은 AP2에 접속된 무선 디바이스5 내지 무선 디바이스7에게 AP 교체 명령을 전송한다(S456). AP2로

AP 교체 명령 신호 전송 후, AP1은 통신 대기 중인 무선 디바이스1 내지 무선 디바이스4에게 통신 재개 신호를 전송한다

(S457). 그리고, AP1은 AP 교체 명령 신호에 대응하여 AP2에 접속된 무선 디바이스5 내지 무선 디바이스7 중 적어도 어

느 하나의 무선 디바이스로부터 통신접속요청(association request)신호가 수신되면, 통신접속을 요청한 무선 디바이스와

통신을 통해 새로운 통신 채널을 설정한다.

  상기에서 AP1로부터 무선 디바이스1 내지 무선 디바이스4에 전송되는 통신 대기신호 및 통신 재개신호와, AP1로부터

AP2로 전송되는 AP 교체 명령 신호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 통신시스템에서 이용되는 데이터 프레임의 관리 프레임에 포

함되어 전송된다. 관리 프레임은 IEEE 802.11 표준에 규정된 바와 동일하다. 즉, 관리 프레임은 본체 필드, 지속 필드, 목

적지 주소(Destination Address) 필드, 송신지 주소(Source Address) 필드, BSSID 필드, 시퀀스 제어(Sequence

Control) 필드, 정보 요소 필드 및 프레임 체크 시퀀스(Frame Check Sequence : FCS) 필드로 구성된다. 상기 통신 대기

신호, 통신 재개신호, AP 교체 명령 신호에 대응되는 상태 코드를 상기 관리 프레임의 정보 요소 필드부분에 설정하여 사

용할 수 있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 디바이스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흐름도 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도 1의 AP2에 접속

된 무선 디바이스5 내지 무선 디바이스7 중 무선 디바이스5의 동작을 예로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도 6을 참조하면, 무선 디바이스5는 통신 설정이 완료된 AP2로 접속요청(association request)를 신호를 전송하고

(S500), 무선 접속요청신호에 대응하여 AP2로부터 접속응답(association response)신호가 수신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

한다(S510). S510 단계에서 접속응답신호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무선 디바이스5는 소정 시간 대기 후

(S520), AP2로 접속요청신호를 재전송 한다(S530). 이에 대응하여 AP2로부터 접속응답신호가 수신되면, 무선 디바이스

5는 AP2를 통해 유선 디바이스와 데이터 송신을 수행한다(S550).

  한편, S530 단계의 접속요청신호에 대응하여 AP2로부터 접속응답신호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무선 디바이

스5는 새로운 AP(예컨대, AP1)로부터 AP 교체 명령 신호가 수신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S560). 즉, 무선 디바이스5는

비컨 프레임이 수신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비컨 프레임이 수신된 것으로 판단되면, 무선 디바이스5는 수신된 신호

에 포함된 BSSID 및 SSID 정보가 자신에게 등록된 BSSID 및 SSID 정보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두 BSSID 및

SSID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무선 디바이스5는 인접 위치에 새로운 AP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에 따라, 무선 디바이스5는 AP1로 접속요청(association request)신호를 전송하여 접속을 시도한다(S570). 이에 대응

하여 AP1로부터 접속응답(association response)신호가 수신되면(S580), 무선 디바이스5는 AP1에 부여된 BSSID 및

SSID 정보와 동일하게 자신의 BSSID 및 SSSID 정보를 변경한다. 이 후, 무선 디바이스5는 AP1을 통해 유선 디바이스들

과 데이터 통신을 수행한다.

  한편, 상기에서 AP2에 접속된 무선 디바이스5는 AP1의 무선 통신범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AP1의 네트워크 환경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무선 디바이스6 및 무선 디바이스7은 AP1의 무선 통신범위 안에

존재하지 못하므로 AP1의 네트워크 환경에 참여할 수는 없게된다. 그러나, 도면에는 도시되지 않았지만 무선 디바이스6

및 무선 디바이스7 주변에 인접 AP가 존재하는 경우, 무선 디바이스6 및 무선 디바이스7은 인접 AP를 통해 유선 디바이

스와 통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발명의 효과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무선 통신시스템 및 그 최적화 통신방법에 의하면,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하

나의 네트워크 환경을 공유하는 무선 디바이스들은 자신이 가입된 액세스 포인트가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액세스 포인트 교체 명령을 전송한 인접 액세스 포인트에 가입하여 새로운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계속해서 통신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통신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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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대표적인 실시예를 통하여 본 발명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상술한 실시예에 대하여 본 발명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양한 변형이 가능함을 이해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 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 뿐만 아니

라 이 특허청구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적어도 하나의 무선 디바이스; 및

  상기 무선 디바이스를 동기화시키는 액세스 포인트;를 구비하며,

  상기 액세스 포인트는, 주위에 존재하는 인접 액세스 포인트를 검색하여, 검색된 상기 인접 액세스 포인트의 통신상태를

소정 주기로 검사하며, 상기 인접 액세스 포인트가 통신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되면, 상기 인접 액세스 포인트에 링크된 외

부 무선 디바이스로 액세스 포인트 교체 명령을 전송하고,

  상기 액세스 포인트 교체 명령에 대응하여 상기 외부 무선 디바이스로부터 수신되는 통신접속요청신호에 따라, 상기 외

부 무선 디바이스와의 새로운 통신 채널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시스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 포인트는,

  상기 무선 디바이스 및 상기 외부 무선 디바이스와 통신을 수행하는 무선 송수신부;

  상기 인접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는 저장부; 및

  상기 인접 액세스 포인트를 검색하여, 검색된 상기 인접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상기 저장부에 저장하고, 저장된

상기 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인접 액세스 포인트의 통신상태를 소정 주기로 검사하여, 상기 인접 액세스 포인트가 통신 불

가능한 상태로 판단되면, 상기 무선 송수신부를 통해 상기 액세스 포인트 교체 명령을 전송하고,

  상기 액세스 포인트 교체 명령에 대응하여 상기 외부 무선 디바이스로부터 수신되는 통신접속요청신호에 따라 상기 외부

무선 디바이스와의 새로운 통신 채널을 형성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시스템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인접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정보는, 상기 인접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맥(MAC) 주소 정보 및 네트워크 주소 정보가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시스템.

청구항 4.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무선 송수신부를 통해 비컨 프레임이 수신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상기 인접 액세스 포인트의 존

재유무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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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송수신부를 통해 수신되는 신호의 레벨을 검출하는 신호레벨 검출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어부는, 상기 신호레벨 검출부에 의해 검출된 상기 비컨 프레임에 대한 신호레벨값이 소정의 임계값 이상인 것으

로 판단되면, 상기 인접 액세스 포인트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시스템.

청구항 6.

  적어도 하나의 무선 디바이스 및 상기 무선 디바이스를 동기화 시키는 액세스 포인트로 구성된 무선 통신시스템의 통신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액세스 포인트가 주위에 존재하는 인접 액세스 포인트를 검색하여, 상기 인접 액세스 포인트가 존재하는 경우,

검색된 상기 인접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

  (b) 저장된 상기 정보를 참조하여, 검색된 상기 인접 액세스 포인트의 통신상태를 소정 주기로 검사하고, 상기 인접 액세

스 포인트가 통신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되면, 상기 인접 액세스 포인트에 링크된 외부 무선 디바이스로 액세스 포인트 교

체 명령을 전송하는 단계; 및

  (c) 상기 액세스 포인트 교체 명령에 대응하여 상기 외부 무선 디바이스로부터 수신되는 통신접속요청신호에 따라, 상기

외부 무선 디바이스와의 새로운 통신 채널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시스템의 통신방법.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인접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정보는, 상기 인접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맥(MAC) 주소 정보 및 네트워크 주소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시스템의 통신방법.

청구항 8.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에서, 상기 액세스 포인트는 무선 통신 채널을 통해 비컨 프레임이 수신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상기 인

접 액세스 포인트의 존재유무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의 통신방법.

청구항 9.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b)단계는,

  (b1) 상기 액세스 포인트에서 상기 등록 리스트에 등록된 상기 인접 액세스 포인트로 통신접속요청신호를 전송하는 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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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2) 상기 액세스 포인트에서 상기 인접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접속응답신호가 수신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상기 인접 액세

스 포인트의 통신상태를 판단하는 단계; 및,

  (b3) 상기 인접 액세스 프인트가 통신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외부 무선 디바이스로 상기 액세스 포인트

교체 명령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시스템의 통신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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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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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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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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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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