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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모바일 인터넷 프로토콜,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및 세션 초기화 프로토콜 기반 이동단말기,

세션 초기화 프로토콜 서버, 및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서비스를 위한 라우팅 경로 제어 방법 및 그

시스템

요약

모바일 인터넷 프로토콜,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및 세션 초기화 프로토콜 기반 이동단말기, 세션 초기화 프로토콜

서버, 및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서비스를 위한 라우팅 경로 제어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라우팅 경로 제어 방법

은, 이동단말기가 다른 네트워크로의 위치 이동을 감지하고 모바일 인터넷 프로토콜 재등록을 실시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

단말기가 외부 에이전트를 통해 상기 모바일 인터넷 프로토콜 재등록 실시 후, 세션 초기화 프로토콜 서버에 상기 이동단

말기의 홈 어드레스와 FACoA(Foreign Agent Care-of Address)를 포함하는 등록 메시지를 전송하여 등록을 실시하는

과정과, 상기 세션 초기화 프로토콜 등록 실시 후, 상대 단말기로부터 초대 메시지가 수신되면, 세션 초기화 프로토콜 서버

가 상기 등록 메시지를 참조하여 상기 외부 에이전트와 세션 초기화 프로토콜 서버 사이에 제1터널을 생성하고 상기 제1

터널을 통해 상기 이동단말기에 상기 초대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과, 상기 초대 메시지를 전달받은 이동단말기로부터의

응답이 수신되면 상기 외부 에이전트가 자신과 상기 상대 단말기 사이에 제2터널을 생성하고 상기 제2터널을 통해 상기

이동단말기와 상기 상대 단말기 사이에 음성 패킷을 주고받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모바일 IP Mobile IP(Internet Protocol), VoIP(Voice over IP), 라우팅,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CoA(Care-of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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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모바일 IP, SIP, VoIP 기반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VoIP 서비스시 트라이앵글 라우팅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방문자 네트워크에서의 SIP 등록메시지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3은 FACoA를 사용할 경우,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VoIP 서비스를 위한 라우팅 경로 제어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레

더(ladder) 다이어그램

도 4는 C-CoA를 사용할 경우,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VoIP 서비스를 위한 라우팅 경로 제어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레더

다이어그램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단말기가 세션 중에 다른 네트워크로 이동하였을 때, 상대 단말기에게 자신의 바뀐

FACoA를 알려주기 위하여 필요한 시그널링 순서를 나타낸 레더 다이어그램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단말기가 세션 중에 다른 네트워크로 이동하였을 때, 상대 단말기에게 자신의 바뀐

CoA를 알려주기 위하여 필요한 시그널링 순서를 나타낸 레더 다이어그램

도 7은 도 3에서 모바일 IP의 재등록 및 SIP 등록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도면

도 8은 도 3에서 SIP를 이용한 VoIP 트래픽의 라우팅 패스 최적화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모바일 인터넷 프로토콜(mobile Internet Protocol: 이하 모바일 IP라 함.),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Voice over IP: 이하 VoIP라 함.), 및 세션 초기화 프로토콜(Session Initiation Protocol: SIP) 기반

이동단말기, 세션 초기화 프로토콜 서버, 및 라우팅(routing) 경로 제어 방법 및 그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이동통신이 발달하면서 모든 개인 이동단말기에도 IP 어드레스를 할당하여 이동 중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기술들이 소개되고 있다.

모바일(mobile) IP는 인터넷 프로토콜 계층에서 이동성을 보여 주는 기술이다. 모바일 IP는 다양한 가입자 네트워크의 프

로토콜들을 이용하여 이동 중에도 끊어지지 않고 인터넷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가입자 네트워크의 프로토콜들의 예를

들면, xDSL(Digital Subscriber Line and its variations), W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 CDMA(code-division

multiple access)2000-1x, GPRS(general packet radio services), WCDMA(wideband CDMA) 등이 있다. 모바일 IP

기술이 VoIP 기술과 접목될 경우 시내/시외전화 등 공중통신망(PSTN) 가입자와의 음성전화 통화가 가능하며, H.323영상

통신 프로토콜 기술과 결합될 경우 이동영상전화 서비스도 가능하게 된다.

SIP는 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통신을 위한 세션이나 호를 설정(establish), 수정(modify), 종료(terminate) 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계층의 제어 프로토콜이다.

SIP 유저 에이전트(user agent)는 SIP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단말기{혹은 이동 노드(Mobile Node: MN)}를 의미한다.

SIP 서버는 프록시(proxy) 서버, 로케이션(location) 서버, 리다이렉트(redirect) 서버, 혹은 레지스트라(registra) 서버를

의미하는데, 이는 상기 서버들이 물리적으로 같은 플랫폼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등록특허 10-0605806

- 2 -



SIP 유저 에이전트는 초기화 과정에서 현재 위치의 IP 어드레스를 자신의 고유 URI(address-of-record)와 함께 레지스

트라 서버에 등록하고, 상대 단말기{혹은 상대 노드(Correspondent Node: CN)}는 레지스트라 서버에 등록된 해당 이동

단말기의 IP 어드레스를 참고하여 세션 연결을 시도한다. 이처럼 SIP를 이용한 이동성 제공은 자신의 SIP URI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이동단말기나 새로운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서 통신이 가능하도록 한다.

하지만 호가 연결된 상태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이동하게 되면 새로운 장소에서 음성패킷을 전달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IP

를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호가 끊기게 된다. 즉, SIP는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의 이동성은 지원하지만, 네트워크 레벨

에서의 이동성은 지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모바일 IP 기반 이동단말기에서 SIP를 이용하면 이동을 할 때에도 끊어짐 없이

호를 유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SIP를 이용한 VoIP 서비스를 할 때 모바일 IP를 함께 사용하면 이동 중에도 끊어지지

않고 SIP 세션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모바일 IP를 사용할 때, IPv4의 경우 이동단말기가 수신하는 패킷들은 반드시 홈 에이전트(Home Agent: HA)를

통해야만 하므로 이때 트라이앵글 라우팅 경로가 설정되어 수신되는 패킷경로와 이동단말기에서 발신되는 패킷경로가 달

라 통화자 사이에 느끼는 품질이 달라질 수 있고 홈 에이전트를 거쳐 오는 패킷들은 경로가 길어짐으로써 패킷 손실과 시

간 지연, 지터(Jitter) 등의 서비스 품질(이하 QoS라 함.)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상기와 같이 항상 홈 에이전트를 거치도록

한 것은 홈 에이전트의 부하를 높이는 한 원인이 된다.

한편, 음성 패킷이 교환되기 전에 상대 단말기와 이동단말기 사이에는 SIP를 통한 세션이 맺어져야 하는데, SIP 서버가 프

록시 모드(프록시 서버)로 동작할 경우 SIP 프록시 서버 역시 상대 단말기와 마찬가지로 이동 단말기와의 사이에 트라이앵

글 라우팅 문제가 발생한다.

도 1은 종래의 모바일 IP, SIP, VoIP 기반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VoIP 서비스시 트라이앵글 라우팅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참조부호 123은 보이스 트래픽(voice traffic)이 상대 단말기(CN)에서 홈 에이전트(HA)로, 그리고 홈 에이전트(HA)에서

외부 에이전트(FA)로, 외부 에이전트(FA)에서 상대 단말기(CN)로 이어지는 트라이앵글 라우팅 형태를 보임을 나타낸다.

최근의 라우터들은 소스어드레스가 네트워크 토폴로지 측면에서 바르지 않을 경우 인그레스 필터링(ingress-filtering)을

하는 기능을 사용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예를 들어 IPv4와 같은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반드시 역터널링(reverse

tunneling) 기법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업 링크와 다운 링크의 경로가 동일한 반면에 두 통화자 사이의

데이터들이 항상 홈 에이전트(HA)를 거쳐야 한다. 이는 전송경로가 필요 없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 또한 홈 에이전트

(HA)로의 트래픽이 집중되어 통화 품질 악화는 물론이고, 심지어 시스템이 다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여기서 인

그레스 필터링은 IP 패킷의 소스 어드레스가 네트워크 토폴로지 측면에서 바르지 않을 경우 사용되는 기능이다. 즉, IP 헤

더의 소스어드레스 필드(field)를 검사하여 그 링크에 적절하지 않은 어드레스로부터 수신된 패킷일 경우에는 그 패킷을

버리기 위해 사용하는 기능이다.

모바일 IP에서는 이러한 트라이앵글 라우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 단말기(CN)는 이동단말기(MN)의 홈 어드레스

(Home Address)와 현재 위치(Care-of Address: 이하 CoA라 함.)의 바인딩을 캐시에 저장하여 상대 단말기(CN)에서 홈

에이전트(HA)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이동단말기(MN)의 CoA로 패킷을 터널링할 수 있도록 하는 라우팅 최적화(routing

optimization) 방법이 제안되어 있다. 여기서 터널링은 보내려는 패킷의 수신자주소가 수신자가 위치한 도메인 주소체계

와 다를 경우 라우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라우팅이 가능한 헤더로 캡슐화해서 전송하는 기술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라우팅 최적화가 구현된 홈 에이전트(HA)나 외부 에이전트(Foreign Agent: FA)를 구현하고 새로 포설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이동 중에 세션이 유지될 수 있는 VoIP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모바일 IP를 사용할 때, 트래픽의 라우

팅 경로를 최적화시킴으로써 네트워크 부하를 최소화하여 VoIP의 통화품질을 향상시키고 전체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용

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 및 그 시스템, 그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SIP 서버, 및 이동단말기를 제공한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제1발명은 모바일 인터넷 프로토콜 및 세션 초기화 프로토콜 기반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

로토콜 서비스를 위한 라우팅 경로 제어 방법이, 이동단말기가 다른 네트워크로의 위치 이동을 감지하고 모바일 인터넷 프

로토콜 재등록을 실시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단말기가 외부 에이전트를 통해 상기 모바일 인터넷 프로토콜 재등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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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세션 초기화 프로토콜 서버에 상기 이동단말기의 홈 어드레스와 FACoA(Foreign Agent Care-of Address)를 포함하

는 등록 메시지를 전송하여 등록을 실시하는 과정과, 상기 세션 초기화 프로토콜 등록 실시 후, 상대 단말기로부터 초대 메

시지가 수신되면, 세션 초기화 프로토콜 서버가 상기 등록 메시지를 참조하여 상기 외부 에이전트와 세션 초기화 프로토콜

서버 사이에 제1터널을 생성하고 상기 제1터널을 통해 상기 이동단말기에 상기 초대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과, 상기 초

대 메시지를 전달받은 이동단말기로부터의 응답이 수신되면 상기 외부 에이전트가 자신과 상기 상대 단말기 사이에 제2터

널을 생성하고 상기 제2터널을 통해 상기 이동단말기와 상기 상대 단말기 사이에 음성 패킷을 주고받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제2발명은 모바일 인터넷 프로토콜, 보이스 오버인터넷 프로토콜, 및 세션 초기화 프로토

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단말기가, 다른 네트워크로의 위치 이동을 감지하는 감지부와, 상기 위치 이동 감지가 있

으면 홈 어드레스와 CoA(Care-of-Address)를 포함하는 등록 메시지를 발생하는 등록 메시지 발생부와, 상기 등록 메시

지를 세션 초기화 프로토콜 서버에 송신하는 송신부와, 상대 단말기와의 사이에 세션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다른 네트워크

로의 이동이 감지되면, 상기 상대 단말기로 전송하여, 상기 상대 단말기가 터널링 시 터널의 끝 지점을 새로운 CoA로 변경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기 새로운 CoA를 포함하는 통지 메시지를 발생하는 통지 메시지 발생부를 포함함을 특징으

로 한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제3발명은 하는 세션 초기화 프로토콜 서버가, 제1이동단말기가 전송하는 홈 어드레스와

CoA를 포함하는 등록 메시지를 저장하는 저장부와, 제2이동단말기의 제1이동단말기 초대 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저장

부에서 상기 제1이동단말기의 CoA를 찾는 탐색부와, 상기 제1이동단말기의 CoA에 따라 상기 초대 메시지를, 홈 에이전

트를 통하지 않고, 상기 제1이동단말기로 송신하는 송신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도메인 이름, 어

드레스 등과 같은 많은 특정(特定)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본 발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공된

것일 뿐 이러한 특정 사항들 없이도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음은 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자명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예: 모바일 IP의 동작 등)

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본 발명의 설명을 위해 모바일 IP 기능을 가진 이동단말기(MN)가 다른(방문자) 네트워크에서 SIP를 이용한 VoIP 서비스

를 이용하는 것을 가정한다. 또한 본 발명의 동작을 위해서는 모바일 IP와 SIP 유저 에이전트가 구현된 이동단말기(MN),

홈 에이전트, 외부 에이전트, SIP 서버(프록시 서버, 레지스트라 서버, 로케이션 서버), 이동단말기(MN)와 통신하는 상대

단말기(CN)가 필요하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방문자 네트워크에서의 SIP 등록메시지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등록 메시지(REGISTER)는 새로운 파라미터를 사용하는데, 접촉(contact) 헤더와 함께 사용한

다. 접촉 헤더가 가리키는 어드레스가 홈 어드레스인지 CoA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type'이라는 새로운 파라미터를 정의

한다. 예를 들어, 'type = hoa'는 접촉 헤더가 가리키는 어드레스가 홈 어드레스임을 의미하고, 'type = coA'는 CoA임을 의

미한다. "expires" 파라미터는 등록메시지의 유효기한을 나타내며, 단위는 '분'이다. 도시된 예는 등록 유효기한이 30분이

라는 뜻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특정 접촉 헤더에만 "expires" 파라미터가 존재하면 그 접촉 헤더의 정보만 무효화

(expire)된다. 그러므로 무효화되기 전에 등록 메시지를 보내 다시 등록해야 한다.

도시된 바에 따르면, 임의의 이동단말기의 어드레스 오브 레코드가 "sip:"이다. 또한 홈 어드레스는 "sip:foo@

165.213.230.200"이다. 그리고 CoA가 "sip:foo@165.213.137.195"이다. 그러므로 로케이션 서버는 상기 이동단말기의

어드레스 오브 레코드에 홈 어드레스와 CoA를 매핑시켜 저장해놓게 된다.

상기 로케이션 서버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로서, 레지스트라 서버나 프록시 서버로부터 어드레스 오브 레코드의 등

록이나 질의에 대한 응답을 하기 위한 것이다. 레지스트라 서버는 이동단말기가 자신의 CoA(IP 어드레스)를 등록 메시지

에 실어 보내주면 이를 수신하여 로케이션 서버에 이동단말기의 고유 URI(로케이션 서버에 등록되는 URI라 하여

address-of-record라 부름.)와 함께 저장한다. 프록시 서버는 이동단말기로부터 초대 메시지(INVITE)를 전달받으면 로

케이션 서버에게 초대 메시지에 포함된 URI가 가리키는 이동단말기의 위치를 질의하여 그 위치가 파악되면 그 곳으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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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메시지를 전달한다. 후술하는 도 3 ~ 도 6에는 상기 서버들을 구분하지 않고 편의상 SIP 서버(SIPs)라고 표기하였으나,

상세한 설명에서는 각 서버를 구분하여 표기하기로 한다. 단,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거나 통칭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SIP 서버(SIPs)라고 표기하기도 함을 밝혀둔다.

한편, 이동단말기가 홈 네트워크에 위치할 경우는 상기와 같은 "type"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방법대로 홈 어드

레스만 등록한다.

후술하는 도 3 ~ 도 6에서 이동성 검출(mobility detection) 및 등록(331, 441, 551, 661) 이전, 이동단말기는 홈 네트워

크(home network)에서 등록 메시지를 통해 홈 어드레스가 현재 위치로 등록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이동성 검출 및

등록(331, 441, 551, 661) 동작은 모바일 IP 계층(layer)에서 이루어지고, 이후부터의 동작은 SIP 계층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밝혀둔다.

후술하는 도 3 ~ 도 8에서와 같이 동작하는 이동단말기의 어플리케이션을 유저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이 유저 에이전트는

UAC(User Agent Client)와 UAS(User Agent Server)로 구성된다. SIP 요청(request) 메시지를 생성하여 보내는 클라

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을 UAC라 하고, 요청을 받고 이를 받아들이거나(accept), 거절하거나(reject), 수신 주소를 변경하여

다시 전송(redirect)하라는 의미의 응답(response) 메시지를 생성해 보내는 서버 어플리케이션을 UAS라고 한다. 이하 편

의상 이동단말기라고만 기재하기로 한다.

도 3은 외부 에이전트 CoA를 사용할 경우,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VoIP 서비스를 위한 라우팅 경로 제어 방법을 설명하

기 위한 레더(ladder) 다이어그램이다.

331단계에서 대기상태로 홈 네트워크에 있던 이동단말기(MN)가 다른 네트워크로 이동하면 상기 이동단말기(MN)의 모바

일 IP 메커니즘에 의해 이동성 검출이 이루어지고, 이어서 홈 에이전트(HA)에 등록 요청(Registration Request)을 하게

된다.

332단계에서 이동단말기(MN)는 자신의 홈 어드레스와 새로운 CoA- 외부 에이전트 CoA(이하 FACoA라 함.)-를 접촉 헤

더에 삽입한 등록 메시지를 외부 에이전트(FA)에 송신한다. 이때 상기 두 어드레스의 구분은 전술한 도 2에서 예를 들어

설명한 바와 같이, "type" 파라미터를 이용한다.

외부 에이전트(FA)는 상기 등록 메시지를 홈 에이전트(HA)를 거쳐 SIP 서버(SIPs), 즉 레지스트라 서버에 전송하고, 레지

스트라 서버는 이동단말기(MN)의 어드레스 오브 레코드에 대한 홈 어드레스와 새로운 FACoA를 수신하여 로케이션 서버

에 전달하여 로케이션 서버로 하여금 이를 보유하게 된다.

한편, 외부 에이전트(FA)는 상기 이동단말기(MN)가 보내는 메시지를 파싱(parsing)하여 해당 메시지가 등록 메시지임을

알고 접촉 헤더의 정보 등을 확인한다. 이때 자신과 프록시 서버 사이의 터널링에 필요한 정보, 즉 FACoA와 서버 IP 어드

레스를 얻을 수 있다.

등록 메시지는 직접 레지스트라 서버로 전송되거나, 모바일 IP의 역터널링(reverse tunneling) 설정 상태에 따라 도시된

바와 같이 홈 에지전트(HA)를 경유할 수도 있다.

333단계에서 등록 메시지에 대한 레지스트라 서버의 응답인 200 OK 메시지 는 홈 에이전트(HA)를 경유하여 외부 에이전

트(FA)와의 사이에 설정되어 있는 터널(도시하지 않음.)을 통해 이동단말기(MN)에게 전달된다. 외부 에이전트(FA)는

200 OK 메시지를 파싱하여 성공적인 응답이 온 것을 확인한다. 성공적인 응답이 온 것이 확인된 후에는 외부 에이전트

(FA)와 프록시 서버 사이에 터널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도시된 터널(1)은 외부 에이전트(FA)와 프록시 서버 사이에 생성

되는 터널을 나타낸다.

334단계에서 이동단말기(MN)와 VoIP 통신을 원하는 상대 단말기(CN)는 초대 메시지를 SIP 서버(SIPs), 즉 프록시 서버

로 전송하고, 335단계에서 프록시 서버는 로케이션 서버로부터 어드레스 오브 레코드를 키(key)로 하여 해당 이동단말기

(MN)의 홈 어드레스와 FACoA를 추출한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프록시 서버는 초대 메시지를 터널(1)을 통해 이동단말기

(MN)가 현재 있는 위치까지 전송하게 되는데, 초대 메시지는 외부 에이전트(FA)에서 탈캡슐화(decapsulation) 되어 이동

단말기(MN)에 전달된다. 이때 외부 에이전트(FA)는 초대 메시지로부터 자신과 상대 단말기(CN) 사이의 터널(2) 생성에

필요한 정보- 외부 에이전트(FA) 측에서 보았을 때 터널의 끝 지점(end point)은 상대 단말기(CN)이므로 상대 단말기

(CN)의 IP 어드레스-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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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단계에서 이동단말기(MN)가 180 Ring 메시지를 발생하여 전송하면 외부 에이전트(FA)가 이 메시지를 수신하여 자신

과 프록시 서버 사이에 설정되어 있는 터널(1)을 통해 프록시 서버에 전달한다. 337단계에서 프록시 서버가 상기 180

Ring 메시지를 수신하여 상대 단말기(CN)로 전달한다.

338단계에서 이동단말기(MN)는 사용자에 의해 통화버튼이 눌려지면 200 OK 메시지의 접촉 헤더에 자신의 홈 어드레스

와 FACoA를 삽입하여 외부 에이전트(FA)에 송신한다. 외부 에이전트(FA)는 터널(1)을 통해 프록시 서버에 상기 200 OK

메시지를 전송된다. 339단계에서 상기 200 OK 메시지는 프록시 서버에 의해 상대 단말기(CN)로 전달된다. 이때 상대 단

말기(CN)는 상기 200 OK 메시지를 파싱하여 자신과 외부 에이전트(FA) 사이의 터널(2) 생성에 필요한 정보- 상대 단말

기(CN) 측에서 보았을 때 터널의 끝 지점은 외부 에이전트(FA)이므로 외부 에이전트(FA)의 IP 어드레스, 즉 FACoA-를

얻을 수 있다.

340단계에서 상대 단말기(CN)는 터널(2)를 통해 이동단말기(MN)에 ACK 메시지를 보내고, 341단계에서 이동단말기

(MN)와 상대 단말기(CN)는 터널(2)을 통해 음성 패킷을 주고받을 수 있다.

상술하고 도시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서는 초대로부터 시작하여 음성패킷을 주고받기까지 홈 에이전트(HA)를 경유하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터널링을 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IPinIP(RFC2003) 혹은 최소 캡슐화(minimal Encapsulation)(RFC2004), GRE

(RFC1701)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터널링 관련 스펙은 IETF RFC 2003, 2004를 참조할 수 있다.

외부 에이전트(FA)와 SIP 서버(SIPs) 사이의 터널(1)의 생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외부 에이전트(FA) 측에서 보면, 외부 에이전트(FA)는 이동단말기(MN)로부터 등록 메시지를 받아 SIP 서버(SIPs)에 전

달하고, SIP 서버(SIPs)로부터 응답이 오기를 기다리는 상태로 진입한다. 이후 SIP 서버(SIPs)로부터의 응답이 FA에 도착

하면 FA는 이를 파싱(SIP 메시지 분석)하여, 200 OK이면 메시지의 소스(source) IP 어드레스(SIP 네트워크 서버 어드레

스)와 FA 자신의 어드레스(FACoA)를 끝 지점으로 하는 터널(1)을 생성한다.

반대로, SIP 서버(SIPs) 측에서 보면, 레지스트라 서버가 등록 메시지를 받아 로케이션 서버에 해당 이동단말기(MN)의 위

치를 등록(home address, FACoA, expires 값 저장)하고, 등록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이동단말기(MN)의 FACoA와 자

신의 어드레스를 끝 지점으로 하는 터널(1)을 생성한다.

여기서 "터널"은 두 노드들(nodes)-예: FA 혹은 SIP 서버(SIPs)- 사이의 가상의 링크를 의미하고, "터널을 생성한다."라

함은 해당 노드가 터널의 양쪽 끝 지점이 어디인지를 인식함을 의미한다. 터널(1)의 유효기간은 등록 메시지의 CoA의

"expires"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값으로 설정한다. 터널(1)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내에 새로운 등록 메시지로 터널

(1)을 갱신하여야 한다. 만일 200 OK가 아닌 다른 응답이 오거나 일정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없으면 FA는 터널(1)의 생성

이 실패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갱신 시간이 지나면 터널(1)은 자동 삭제된다. 그러므로 터널(1)이 삭제된 후 상대 단말

기(CN)로부터 초대 메시지가 올 경우 FA로의 터널(1)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SIP 서버(SIPs)는 초대 메시지를 이동단말기

(MN)의 홈 어드레스를 목적지(destination)로 하여 전송한다. 이때 초대 메시지의 전달 경로는 상대 단말기(CN) -> SIP

서버(SIPs) -> 홈 에이전트(HA) -> 외부 에이전트(FA) -> 이동단말기(MN) 순서가 된다.

외부 에이전트(FA)와 상대단말기(CN) 사이의 터널(2)의 생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외부 에이전트(FA)는 상대 단말기(CN)로부터 수신된 초대 메시지를 파싱하여 접촉 헤더에 있는 상대 단말기(CN)의 IP 어

드레스를 읽고, 이동단말기(MN)로부터 200 OK 메시지를 기다린다. 200 OK 메시지가 수신되면 외부 에이전트(FA)는 자

신과 상대 단말기(CN)를 끝 지점으로 하는 터널(2)을 생성한 후, 상대 단말기(CN)로부터 상기 터널(2)를 통해 수신되는

ACK 메시지를 이동단말기(MN)에 전송한다. 상기 터널(2)은 "expires" 파라미터와 무관하며, BYE 메시지에 대한 200

OK 메시지 수신 시에 소멸된다. 여기서 BYE 메시지는 UAC에서에서 UAS로 송신되는 요청 메시지의 한 종류로서, 미디

어 세션 도중 호를 종료하고자 할 때 보내는 메시지이다.

반대로, 상대 단말기(CN) 측에서 보면, 수신된 200 OK 메시지로부터 알게 된 이동단말기(MN)의 FACoA와 자신의 어드

레스를 끝 지점으로 하는 터널(2)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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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코로케이티드(colocated CoA: 이하 C-CoA라 함.)를 사용할 경우,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VoIP 서비스를 위한

라우팅 경로 제어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레더 다이어그램이다.

FACoA는 이동단말기가 방문 중인 외부 네트워크와 인터페이스 하는 외부 에이전트의 IP 어드레스이다. 반면에, C-CoA

는 이동단말기 자신과의 인터페이스를 위해 일시적으로 할당받는 IP 어드레스이다. C-CoA는 외부 네트워크에 있는 이동

단말기의 현재 위치를 나타낸다. 홈 에이전트(HA)가 패킷을 전송하기 위해 만드는 터널의 끝 지점이 이동단말기(MN)이므

로 이동단말기(MN)는 캡슐화(encapsulation) 패킷을 탈캡슐화(decapsulation)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이때 이동단말기

(MN)가 사용하는 CoA가 C-CoA이다.

전술한 도 3과 비교하면, 도 4는 상기한 바와 같이 터널의 끝 지점이 이동단말기(MN)인 반면에, 도 3의 경우는 터널의 끝

지점이 외부 에이전트(FA)라는 데 차이가 있다. 도 4를 참조하여 이동단말기(MN)가 C-CoA를 사용하는 경우의 SIP 시그

널링 순서를 상세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441단계에서 대기상태로 홈 네트워크에 있던 이동단말기(MN)가 다른 네트워크로 이동하면 상기 이동단말기(MN)의 모바

일 IP 메커니즘에 의해 이동성 검출이 이루어지고, 홈 에이전트(HA)에게 등록 요청 메시지를 송신하게 된다.

442단계에서 이동단말기(MN)는 자신의 홈 어드레스와 새로운 C-CoA를 접촉 헤더에 삽입한 등록 메시지를 바로 SIP 서

버(SIPs), 즉 레지스트라 서버에 송신한다. 이때 상기 두 어드레스의 구분은 전술한 도 2에서 예를 들어 설명한 바와 같이,

"type" 파라미터를 이용한다.

443단계에서 레지스트라 서버는 상기 등록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서 200 OK 메시지를 발생하여 홈 에이전트(HA)를 통

해 이동단말기(MN)에게 송신한다.

444단계에서 이동단말기(MN)와 VoIP 통신을 원하는 상대 단말기(CN)가 초대 메시지를 SIP 서버(SIPs), 즉 프록시 서버

로 전송한다. 프록시 서버는 로케이션 서버로부터 어드레스 오브 레코드를 키로 하여 이동단말기(MN)의 홈 어드레스와

C-CoA를 추출한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프록시 서버는 이동단말기(MN)와의 사이에 터널(3)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초대

메시지를 이동단말기(MN)로 전송한다.

445단계에서 초대 메시지는 이동단말기(MN)에 수신되어 탈캡슐화 된다.

446단계에서 이동단말기(MN)는 터널(3)을 통해 180 Ring 메시지를 프록시 서버로 전송한다.

447단계에서 프록시 서버는 180 Ring 메시지를 상대 단말기(CN)로 전달한다.

448단계에서 사용자가 통화버튼을 누르면 이동단말기(MN)는 200 OK 메시지의 접촉 헤더에 자신의 홈 어드레스와 C-

CoA를 기입하여 프록시 서버로 전송한다.

449단계에서 프록시 서버는 상대 단말기(CN)에게 상기 200 OK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동단말기(MN)와 상대 단말기(CN)는 각각 445단계와 449단계에서 터널링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즉, 이동단

말기(MN)는 445단계에서 수신된 초대 메시지로부터 상대 단말기(CN)의 IP 어드레스를 얻을 수 있고, 상대 단말기(CN)는

449단계에서 수신된 200 OK 메시지로부터 이동단말기(MN)의 C-CoA를 획득할 수 있다. 도시된 터널(4)는 이들을 양쪽

끝 지점으로 하는 터널을 나타낸다.

450단계에서 상대 단말기(CN)는 자신과 이동단말기(MN) 사이의 터널(4)을 통해, 홈 에이전트(HA)를 경유하지 않고, 바

로 이동단말기(MN)에 ACK 메시지를 보낸다.

451단계에서 이동단말기(MN)와 상대 단말기(CN)는 터널(4)을 통해, 홈 에이전트(HA)를 경유하지 않고, 음성 패킷

(Voice Packet)을 주고받는다.

본 실시예에서 터널링을 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IP-in-IP(RFC2003) 혹은 Minial Encapsulation(RFC2004), GRE

(RFC170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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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단말기(MN)가 세션 중에 다른 네트워크로 이동하였을 때, 상대 단말기(CN)에게 자

신의 바뀐 CoA를 알려주기 위하여 필요한 시그널링 순서를 나타낸 래더 다이어그램이다. 단, 도 3과 같이 FACoA를 사용

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551단계 ~ 553단계의 동작은 도 3의 331단계 ~ 333단계의 동작과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도시된 터널(5)은 SIP 서버(SIPs), 즉 레지스트라 서버와 외부 에이전트(FA)가 552단계에서 이동단말기(MN)가 전송한

등록 메시지에 포함된 FACoA와 서버 IP 어드레스를 획득함으로써 생성될 수 있다.

554단계에서 이동단말기(MN)는 외부 에이전트(FA)를 통해 SIP 서버(SIPs), 즉 프록시 서버에 통지(information: 이하

INFO라 함.) 메시지를 송신한다. 이때 상기 INFO 메시지는 프록시 서버와 외부 에이전트(FA) 사이에 생성된 터널(5)을 통

해서 전송된다. 555단계에서 프록시 서버는 상대 단말기(CN)에 INFO 메시지를 전달한다.

556단계에서 INFO 메시지를 수신한 상대 단말기(CN)는 터널의 끝 지점을 새로 바뀐 FACoA로 치환한다. 또한 상기

INFO 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서 200 OK 메시지를 발생하여 프록시 서버에 전송한다. 557단계에서 프록시 서버는 상기

터널(5)을 통해 외부 에이전트(FA)에 상기 INFO 메시지를 전달하고, 외부 에이전트(FA)는 상기 INFO 메시지를 이동단말

기(MN)에 전달한다.

도시된 터널(6)은 상기 새로 바뀐 FACoA에 대응하는 외부 에이전트(FA)와 상대 단말기(CN) 사이에 생성되는 터널을 나

타낸다. 558단계에서 상대 단말기(CN)에서 외부 에이전트(FA)를 거쳐 이동단말기(MN)로 보내는 ACK 메시지는 상기 터

널(6)을 통과하게 된다. 559단계에서 외부 에이전트(FA)를 거쳐 상대 단말기(CN)와 이동단말기(MN) 사이에 주고받는 음

성 패킷도 상기 터널(6)을 통과하게 된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단말기(MN)가 세션 중에 다른 네트워크로 이동하였을 때, 상대 단말기(CN)에게 자

신의 바뀐 CoA를 알려주기 위하여 필요한 시그널링 순서를 나타낸 레더 다이어그램이다. 단, 도 4와 같이 C-CoA를 사용

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661단계 ~ 663단계의 동작은 도 4의 441단계 ~ 443단계의 동작과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도시된 터널(7)은 SIP 서버(SIPs), 즉 레지스트라 서버와 외부 에이전트(FA)가 662단계에서 이동단말기(MN)가 전송한

등록 메시지에 포함된 FACoA와 서버 IP 어드레스를 획득함으로써 생성될 수 있다.

664단계에서 이동단말기(MN)는 SIP 서버(SIPs), 즉 프록시 서버에 INFO 메시지를 송신한다. 이때 상기 INFO 메시지는

프록시 서버와 이동단말기(MN) 사이에 생성된 터널(7)을 통해서 전송된다. 665단계에서 프록시 서버는 상대 단말기(CN)

에게 상기 INFO 메시지를 전달한다.

666단계에서 INFO 메시지를 수신한 상대 단말기(CN)는 터널의 끝 지점을 새로 바뀐 C-CoA로 치환하고, 상기 INFO 메

시지에 대한 응답으로서 200 OK 메시지를 발생하여 프록시 서버에 전송한다. 667단계에서 프록시 서버는 상기 터널(7)을

통해 이동단말기(MN)에 직접 상기 200 OK 메시지를 전달한다.

도시된 터널(8)은 상기 새로 바뀐 C-CoA에 대응하는 이동단말기(MN)와 상대 단말기(CN) 사이에 생성되는 터널을 나타

낸다. 668단계에서 상대 단말기(CN)가 이동단말기(MN)로 보내는 ACK 메시지는 상기 터널(8)을 통과하게 되고, 669단계

에서 상대 단말기(CN)와 이동단말기(MN) 사이에 주고받는 음성 패킷도 상기 터널(6)을 통과하게 된다.

상기 동작 설명들은 SIP 서버(SIPs)가 프록시 서버로서 동작할 때를 가정한 것이다. 만일 리다이렉트 서버로 이용될 경우

에는 상기 순서보다 더 간단해진다. 즉, 리다이렉트 서버가 현재 이동단말기(MN)의 C-CoA를 200 OK 메시지를 통해 발

신자 단말기에게 전달하면 발신 단말기는 수신 단말기와 직접 터널링을 하여 패킷을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SIP 서버

(SIPs)와 수신 단말기 사이의 터널링은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도 6을 전술한 도 5와 비교하면, 외부 에이전트(FA)를 거치지 않고 이동단말기(MN)와 홈 에이전트(HA) 사이에 메시지들

(REGISTER, 200 OK, INFO, ACK)을 주고받는다는 것이다.

이하 도 7 및 도 8을 참조하여 전술한 도 3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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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도 3에서 모바일 IP의 재등록(Re-Registration) 및 SIP 등록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도 8은 도 3에서

SIP를 이용한 VoIP 트래픽의 라우팅 패스 최적화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도 7을 참조하면, 770 ~ 774는 도 3의 331단계에 해당한다. 도시된 바에 따르면, 도메인 sbs.com(DM1)의 이동단말기

(MN1)는 물리적으로는 동일한 단말기이지만 위치 이동이 있었으므로 구분의 편의를 위해 도메인 samsung.com(DM2)에

있을 때와 다른 참조부호를 부여하여 표시한다.

이동단말기(MN2)가 도메인 samsung.com(DM2)에서 sbs.com(DM1)으로의 이동을 감지하면(780), 외부 에이전트(FA)

에 모바일 IP 등록 요청을 한다(771). 상기 요청을 받은 외부 에이전트(FA)가 홈 에이전트(HA)에게 모바일 IP 등록 요청

을 전달한다(772). 상기 요청을 받은 홈 에이전트(HA)가 외부 에이전트(FA)에게 모바일 IP 등록 응답을 한다(773). 상기

응답을 받은 외부 에이전트(FA)가 이동단말기(MN1)에게 모바일 IP 등록 응답을 전달한다(774).

775 ~ 779는 도 3의 332단계 및 333단계에 해당한다. 이동단말기(MN1)가 자신의 홈 어드레스와 새로운 CoA(FACoA)

를 접촉 헤더에 삽입한 등록 메시지를 외부 에이전트(FA)에 송신한다(775). 외부 에이전트(FA)는 상기 등록 메시지를 SIP

서버(SIPs), 즉 레지스트라 서버(RS)에 전송하고(776), 레지스트라 서버(RS)는 이를 로케이션 서버(LS)에 전달하여 로케

이션 서버(LS)로 하여금 이동단말기(MN1)의 어드레스 오브 레코드에 대한 홈 어드레스와 새로운 CoA를 보유하게 한다.

레지스트라 서버(RS)는 홈 에이전트(HA)에 상기 등록 메시지에 대한 응답메시지로서 200 OK 메시지를 송신한다(777).

홈 에이전트(HA)는 외부 에이전트(FA)에 상기 200 OK 메시지를 전달한다(778). 외부 에이전트(FA)는 상기 200 OK 메

시지를 이동단말기(MN1)에 전달한다(779).

상기 설명은 도 3에 국한하였으나, 도 7은 도 4 ~ 도 6에서 모바일 IP의 재등록 및 SIP 등록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

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770 ~ 774는 도 4의 441단계, 도 5의 551단계, 혹은 도 6의 661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하

다. 또한 775 ~ 779는 도 4의 442단계 및 443단계, 도 5의 552단계 및 553단계, 혹은 도 6의 662단계 및 663단계에 해

당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도 8을 참조하면, 881, 884, 885는 도 3의 334단계와 335단계에 해당한다. 891, 892, 893은 도 3의 336단계와 337단계

에 해당한다. 886, 887, 888은 도 3의 338단계와 339단계에 해당한다. 889는 도 3의 340단계에 해당한다.

터널(1), 터널(2)은 도 3과 동일한 참조부호를 사용하여 표기했다.

전술한 도 1의 음성 트래픽(voice traffic) 123은 트라이앵글의 형태를 보였던 반면,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서는 음

성 트래픽(voice traffic) 894가 일직선의 형태를 가진다.

VoIP 트래픽의 라우팅 패스 최적화를 위해 사용되는 SIP 서버(SIPs)의 기능은 로케이션 서버(LS) 및 프록시 서버(PS)이

다. 로케이션 서버(LS)와 프락시 서버(PS) 사이에는 질의(Query) 및 응답(Reply)을 주고받는다. 프락시 서버(PS)가 로케

이션 서버(LS)로 보내는 질의(Query)는 상대 단말기(CN)의 초대(INVITE)를 받은 단말기의 CoA를 알기 위한 것이다

(882). 로케이션 서버(LS)가 프락시 서버(PS)로 보내는 응답(Reply)에는 상대 단말기(CN)의 초대(INVITE)를 받은 단말

기의 CoA가 포함된다(883).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

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 되며 후술

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 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모바일 IP가 적용된 이동단말기(MN)로 VoIP를 구현할 때 발생하는 트라이앵글 라우팅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다. 단축된 라우팅 경로로 인하여 음성 통화 품질의 중요한 요소인 지연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전체적인

네트워크 부하 절감 효과를 나타내어 데이터 손실률도 줄일 수 있어 보다 고품질의 음성통화를 가능하게 한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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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외부 에이전트와 홈 에이전트를 구비하고, 모바일 인터넷 프로토콜 및 세션 초기화 프로토콜 기반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

로토콜 서비스를 위한 라우팅 경로를 제어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다른 네트워크로의 위치 이동을 감지하면 홈 어드레스와 CoA(Care-of-Address)를 포함하는 등록 메시지를 발생하여 송

신하는 제1이동단말기와,

제2이동단말기와,

상기 등록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제2이동단말기로부터의 상기 제1이동단말기 초대 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등록 메시

지에 포함된 상기 제1이동단말기의 CoA에 따라 상기 초대 메시지를, 상기 홈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고, 상기 제1이동단말

기에 송신하는 세션 초기화 프로토콜 서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라우팅 경로 제어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등록 메시지가 외부 에이전트와 상기 홈 에이전트를 통해 상기 세션 초기화 프로토콜 서버에 전달됨을 특징으로 하는

라우팅 경로 제어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등록 메시지의 접촉헤더가 가리키는 어드레스가 홈 어드레스인지 아니면 CoA인지를 구별하기 위한 파라미터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라우팅 경로 제어 시스템.

청구항 4.

모바일 인터넷 프로토콜, 보이스 오버인터넷 프로토콜, 및 세션 초기화 프로토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단말기에 있

어서,

다른 네트워크로의 위치 이동을 감지하는 감지부와,

상기 위치 이동 감지가 있으면 홈 어드레스와 CoA(Care-of-Address)를 포함하는 등록 메시지를 발생하는 등록 메시지

발생부와,

상기 등록 메시지를 세션 초기화 프로토콜 서버에 송신하는 송신부와,

상대 단말기와의 사이에 세션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다른 네트워크로의 이동이 감지되면, 상기 상대 단말기로 전송하여,

상기 상대 단말기가 터널링 시 터널의 끝 지점을 새로운 CoA로 변경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기 새로운 CoA를 포함하

는 통지 메시지를 발생하는 통지 메시지 발생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단말기.

청구항 5.

제1이동단말기가 전송한 홈 어드레스와 CoA를 포함하는 등록 메시지를 저장하는 저장부와,

제2이동단말기의 제1이동단말기 초대 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저장부에서 상기 제1이동단말기의 CoA를 찾는 탐색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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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이동단말기의 CoA에 따라 상기 초대 메시지를, 홈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고, 상기 제1이동단말기로 송신하는 송

신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세션 초기화 프로토콜 서버.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CoA를 참조하여 상기 제1이동단말기와의 사이에 터널을 생성하고, 상기 터널을 통해 상기 초대 메시지를 송신함을

특징으로 하는 세션 초기화 프로토콜 서버.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홈 어드레스와 상기 CoA는 어드레스 오브 레코드를 키로 하여 저장, 변경, 추출, 혹은 삭제됨을 특징으로 하는 세션

초기화 프로토콜 서버.

청구항 8.

모바일 인터넷 프로토콜 및 세션 초기화 프로토콜 기반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서비스를 위한 라우팅 경로 제어 방

법에 있어서,

이동단말기가 다른 네트워크로의 위치 이동을 감지하고 모바일 인터넷 프로토콜 재등록을 실시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단말기가 외부 에이전트를 통해 상기 모바일 인터넷 프로토콜 재등록 실시 후, 세션 초기화 프로토콜 서버에 상

기 이동단말기의 홈 어드레스와 FACoA(Foreign Agent Care-of Address)를 포함하는 등록 메시지를 전송하여 등록을

실시하는 과정과,

상기 세션 초기화 프로토콜 등록 실시 후, 상대 단말기로부터 초대 메시지가 수신되면, 세션 초기화 프로토콜 서버가 상기

등록 메시지를 참조하여 상기 외부 에이전트와 세션 초기화 프로토콜 서버 사이에 제1터널을 생성하고 상기 제1터널을 통

해 상기 이동단말기에 상기 초대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과,

상기 초대 메시지를 전달받은 이동단말기로부터의 응답이 수신되면 상기 외부 에이전트가 자신과 상기 상대 단말기 사이

에 제2터널을 생성하고 상기 제2터널을 통해 상기 이동단말기와 상기 상대 단말기 사이에 음성 패킷을 주고받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모바일 인터넷 프로토콜 및 세션 초기화 프로토콜 기반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서비스를 위한 라우팅 경로 제어 방

법에 있어서,

대기상태에서 이동단말기가 다른 네트워크로의 위치 이동을 감지하고 모바일 인터넷 프로토콜 재등록을 실시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단말기가 상기 모바일 인터넷 프로토콜 재등록 실시 후, 직접 세션 초기화 프로토콜 서버에 상기 이동단말기의

홈 어드레스와 C-CoA(Colocated Care-of Address)를 포함하는 등록 메시지를 전송하여 등록을 실시하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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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초기화 프로토콜 서버가, 상기 세션 초기화 프로토콜 등록 실시 후 상대 단말기로부터 초대 메시지가 수신되면, 상기

등록 메시지를 참조하여 상기 이동단말기와의 사이에 제3터널을 생성하고 상기 제3터널을 통해 상기 이동단말기에 상기

초대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과,

상기 상대 단말기가, 상기 초대 메시지를 전달받은 이동단말기로부터의 응답이 상기 세션 초기화 프로토콜 서버를 거쳐 수

신되면, 상기 이동단말기와의 사이에 제4터널을 생성하고 상기 제4터널을 통해 상기 이동단말기와 상기 상대 단말기 사이

에 음성 패킷을 주고받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모바일 인터넷 프로토콜 및 세션 초기화 프로토콜 기반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서비스를 위한 라우팅 경로 제어 방

법에 있어서,

통화 중 이동단말기가 다른 네트워크로의 위치 이동을 감지하고 모바일 인터넷 프로토콜 재등록을 실시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단말기가 상기 모바일 인터넷 프로토콜 재등록 실시 후, 외부 에이전트를 통해 세션 초기화 프로토콜 서버에 상

기 이동단말기의 홈 어드레스와 FACoA를 포함하는 등록 메시지를 전송하여 등록을 실시하는 과정과,

상기 외부 에이전트가 홈 에이전트를 통해 상기 세션 초기화 프로토콜 서버로부터 상기 이동단말기에게 전달되어야 할, 상

기 등록에 대한 응답을 수신하면 상기 세션 초기화 프로토콜 서버와의 사이에 제5터널을 생성하고 상기 이동단말기에서

발생된 FACoA를 포함하는 통지 메시지를 상기 제5터널을 통해 상기 외부 에이전트가 상기 세션 초기화 프로토콜 서버에

전달하는 과정과,

상기 상대 단말기가, 상기 세션 초기화 프로토콜 서버로부터 상기 통지 메시지를 전달받으면 상기 FACoA를 끝 지점으로

하는 제6터널을 생성하고 상기 제6터널을 통해 상기 이동단말기와 상기 상대 단말기 사이에 음성 패킷을 주고받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모바일 인터넷 프로토콜 및 세션 초기화 프로토콜 기반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서비스를 위한 라우팅 경로 제어 방

법에 있어서,

통화 중 이동단말기가 다른 네트워크로의 위치 이동을 감지하고 모바일 인터넷 프로토콜 재등록을 실시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단말기가 상기 모바일 인터넷 프로토콜 재등록 실시 후, 직접 세션 초기화 프로토콜 서버에 상기 이동단말기의

홈 어드레스와 C-CoA(Colocated Care-of Address)를 포함하는 등록 메시지를 전송하여 등록을 실시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단말기가 상기 세션 초기화 프로토콜 서버로부터 상기 등록에 대한 응답을 수신하면 상기 세션 초기화 프로토콜

서버와의 사이에 제7터널을 생성하고 상기 제7터널을 통해 상기 이동단말기가 상기 세션 초기화 프로토콜 서버에 상기

C-CoA를 포함하는 통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과,

상기 상대 단말기가, 상기 세션 초기화 프로토콜 서버로부터 상기 통지 메시지를 전달받으면, 상기 C-CoA를 끝 지점으로

하는 제8터널을 생성하고 상기 제8터널을 통해 상기 이동단말기와 상기 상대 단말기 사이에 음성 패킷을 주고받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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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초대 메시지가 상기 외부 에이전트와 상기 세션 초기화 프로토콜 서버 사이에 생성되는 터널을 통해 상기 제1이동단

말기에 전달됨을 특징으로 하는 라우팅 경로 제어 시스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에이전트와 상기 세션 초기화 프로토콜 서버 사이에 생성되는 다른 터널을 통해 음성 패킷이 상기 제1이동단말

기에 전달됨을 특징으로 하는 라우팅 경로 제어 시스템.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초대 메시지가 상기 제1이동단말기와 상기 세션 초기화 프로토콜 서버 사이에 생성되는 터널을 통해 상기 제1이동단

말기에 전달됨을 특징으로 하는 라우팅 경로 제어 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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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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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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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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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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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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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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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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