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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액세스 포인트간의 핸드오버를 지원 또는 수행하는 방법및 장치

요약

  본 발명은 무선 랜 환경에서 핸드 오버를 수행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따른, 제 1 액세스 포인트가 존

재하는 제 1 서브넷으로부터 제 2 액세스 포인트가 존재하는 제 2 서브넷으로 이동하는 이동 스테이션에서의 핸드오버 지

원 방법은 제 1 액세스 포인트의 주소를 생성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는 프레임을 생성하는 단계; 및 생성된 프레임을 제 1

액세스 포인트에 대하여 핸드오버를 수행하고자 하는 제 2 액세스 포인트로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서브넷의 변경에

따른 핸드오버, 즉 IP 계층에서의 핸드오버의 경우에도 액세스 포인트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무선 랜 환경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무선 랜 환경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액세스 포인트간 핸드오버 지원 장치의 구성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재결합 요청 프레임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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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액세스 포인트간 핸드오버 지원 방법의 흐름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액세스 포인트간 핸드오버 수행 장치의 구성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액세스 포인트간 핸드오버 수행 방법의 흐름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무선 랜 환경에서 핸드 오버를 수행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고, 보다 상세하게는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1 규격을 기반으로 한 무선 랜 환경에서 액세스 포인트간의 핸드오버를 수

행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동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멀티미디어 통신을 지원하는 이동 통신 서비스가 활성화되

면서, 이동 중인 사용자에게 끊김 없는 통신(seamless communication)을 서비스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다. 이에 따라,

IEEE 802.11 표준을 기반으로 한 무선 랜(wireless LAN) 환경에서의 핸드오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도 1은 종래의 무선 랜 환경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무선 랜 환경은 이동 노드(MS, Mobile Station)(1), 제 1 액세스 포인트(AP, Access Point)(21), 제 2

액세스 포인트(22), 제 3 액세스 포인트(23), 제 4 액세스 포인트(24), 제 1 액세스 라우터(AR, Access Router)(31), 및 제

2 액세스 라우터(32)로 구성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 스테이션(1)이 제 1 액세스 포인트(21)가 관리하는 셀, 제 2 액세스 포인트(22)가 관리하

는 셀, 제 3 액세스 포인트(23)가 관리하는 셀, 및 제 4 액세스 포인트(24)가 관리하는 셀을 차례대로 통과한다고 가정한

다. IEEE 802.11 표준에서는 셀 대신 BSS(Basic Service Set)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여기에서, 제 1 액세스 포인트(21)와 제 2 액세스 포인트(22)는 제 1 액세스 라우터(31)에 연결되어 있고, 제 3 액세스 포

인트(23)와 제 4 액세스 포인트(24)는 제 2 액세스 라우터(32)에 연결되어 있고, 제 1 액세스 라우터(31)는 제 1 서브넷을

관리하고, 제 2 액세스 라우터(32)는 제 2 서브넷을 관리한다. 따라서, 이동 스테이션(4)은 제 1 액세스 포인트(21) 및 제

2 액세스 포인트(22)가 존재하는 제 1 서브넷으로부터 제 3 액세스 포인트(23) 및 제 4 액세스 포인트(24)가 존재하는 제

2 서브넷으로 이동한다.

  제 1 액세스 포인트(21), 제 2 액세스 포인트(22), 제 3 액세스 포인트(23), 및 제 4 액세스 포인트(24)는 이동 중인 이동

스테이션(1)이 어느 액세스 포인트를 경유하여 유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셀

을 표시하는 비컨 프레임을 이동 스테이션(1)으로 주기적으로 송신한다. 또는, 이동 스테이션(1)이 어느 액세스 포인트를

경유하여 유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지를 알기 위하여 프로브 요청 프레임(probe request frame)을 송신한다. 이동

스테이션(1)으로부터 송신된 프로브 요청 프레임을 수신한 액세스 포인트는 이 프로브 요청 프레임에 대한 응답 프레임,

즉 프로브 응답 프레임(probe response frame)을 이동 스테이션(1)으로 송신한다. 전자를 수동적 스캔(passive scan)이

라 하고, 후자를 능동적 스캔(active scan)이라 한다.

  211 통신 경로를 따라 이동 스테이션(1)은 제 1 액세스 포인트(21)로부터 비컨 프레임 또는 프로브 응답 프레임을 수신

한다. 이때, 이동 스테이션(1)은 수신된 비컨 프레임 또는 프로브 응답 프레임에 기록된 정보에 기초하여 자신이 제 1 액세

스 포인트(21)가 관리하는 셀 내에 계속적으로 위치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212 통신 경로를 따라 이동 스테이션(1)은 제 2 액세스 포인트(22)로부터 비컨 프레임 또는 프로브 응답 프레임을 수신

한다. 이때, 이동 스테이션(1)은 수신된 비컨 프레임 또는 프로브 응답 프레임에 기록된 정보에 기초하여 자신이 위치한 셀

이 변경되었음을 알게 된다. 이어서, 212 통신 경로를 따라 이동 스테이션(1)은 재결합 요청 프레임을 제 1 액세스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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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에 대하여 핸드오버를 수행하고자 하는 제 2 액세스 포인트(22)로 송신하고, 제 2 액세스 포인트(22)는 재결합 요청

프레임을 수신한다. 이어서, 212 통신 경로를 따라 제 2 액세스 포인트(22)는 이 재결합 요청 프레임에 대한 응답 프레임,

즉 재결합 응답 프레임을 이동 스테이션(1)으로 송신하고, 이동 스테이션(1)은 재결합 응답 프레임을 수신한다.

  또한, 제 2 액세스 포인트(22)가 제 1 액세스 포인트(21)에 대한 핸드오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액세스 포인트간의 통신

프로토콜인 IAPP(Inter Access Point Protocol)에 따라 제 2 액세스 포인트(22)는 제 1 액세스 포인트(21)로 핸드오버 요

청 프레임(handover request frame)을 송신하여야 한다. 그런데, IAPP는 다양한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UDP/IP(User Datagram Protocol/Internet Protocol)의 상위 계층에서 설계된다. 또한, 제 2 액세스

포인트(22)가 제 1 액세스 포인트(21)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액세스 라우터(31)의 IP 계층에서의 라우팅 서비스를 이용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하여 제 2 액세스 포인트(22)는 제 1 액세스 포인트(21)로 핸드오버 요청 프

레임을 송신하기 위해서는 제 1 액세스 포인트(21)의 IP 주소를 알아야 한다.

  제 1 액세스 포인트(21)로부터 제 2 액세스 포인트(22)로 이제 막 이동한 이동 스테이션(1)으로부터 송신된 재결합 요청

프레임의 현재 액세스 포인트 주소 필드(current AP address field)에는 이동 스테이션(1)이 현재 자기가 위치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셀을 관리하는 제 1 액세스 포인트(21)의 링크 계층 주소가 기록되어 있다. 제 2 액세스 포인트(22)는 이동

스테이션(1)으로부터 수신된 재결합 요청 프레임의 현재 액세스 포인트 주소 필드에 기록된 제 1 액세스 포인트(21)의 링

크 계층 주소에 기초하여 RARP(reverse address resolution protocol)에 따라 제 1 액세스 포인트(21)의 IP 주소를 획득

한다. RARP(reverse address resolution protocol)은 제 1 액세스 포인트(21)의 링크 계층 주소로부터 IP 주소를 역동적

으로 획득하기 위한 절차를 제공하는 프로토콜이다. 322 통신 경로 및 321 통신 경로를 따라 제 2 액세스 포인트(22)는

RARP에 따라 획득된 IP 주소를 목적지 주소로 사용하여 제 1 액세스 포인트(21)로 핸드오버 요청 프레임을 송신하고, 제

1 액세스 포인트(21)는 핸드오버 요청 프레임을 수신한다. 이어서, 322 통신 경로 및 321 통신 경로를 따라 제 1 액세스

포인트(21)는 제 2 액세스 포인트(22)로 이 핸드오버 요청 프레임에 대한 응답 프레임, 즉 핸드오버 응답 프레임

(handover response frame)을 송신하고, 제 2 액세스 포인트(22)는 핸드오버 응답 프레임을 수신한다.

  상기된 바와 같이, 셀 변경에 따른 핸드오버, 즉 링크 계층에서의 핸드오버의 경우에는 액세스 포인트간의 통신이 가능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OSI(Open Systems Interconnection) 참조 모델에 따르면, 링크 계층은 제 2 계층에 해당하기 때문

에 링크 계층에서의 핸드오버를 제 2 계층에서의 핸드오버 또는 간단히 L2 핸드오버라고도 한다.

  213 통신 경로를 따라 이동 스테이션(1)은 제 2 액세스 포인트(22)로부터 비컨 프레임 또는 프로브 응답 프레임을 수신

한다. 이때, 이동 스테이션(1)은 수신된 비컨 프레임 또는 프로브 응답 프레임에 기록된 정보에 기초하여 자신이 제 2 액세

스 포인트(22)가 관리하는 셀 내에 계속적으로 위치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214 통신 경로를 따라 이동 스테이션(1)은 제 3 액세스 포인트(23)로부터 비컨 프레임 또는 프로브 응답 프레임을 수신

한다. 이때, 이동 스테이션(1)은 수신된 비컨 프레임 또는 프로브 응답 프레임에 기록된 정보에 기초하여 자신이 위치한 셀

이 변경되었음을 알게 된다. 이어서, 214 통신 경로를 따라 이동 스테이션(1)은 재결합 요청 프레임을 제 2 액세스 포인트

(22)에 대하여 핸드오버를 수행하고자 하는 제 3 액세스 포인트(23)로 송신하고, 제 3 액세스 포인트(23)는 재결합 요청

프레임을 수신한다. 이어서, 214 통신 경로를 따라 제 3 액세스 포인트(23)는 이 재결합 요청 프레임에 대한 응답 프레임,

즉 재결합 응답 프레임을 이동 스테이션(1)으로 송신하고, 이동 스테이션(1)은 재결합 응답 프레임을 수신한다.

  또한, 제 3 액세스 포인트(23)는 제 2 액세스 포인트(22)로 핸드오버 요청 프레임을 송신하기 위해서는 제 2 액세스 포인

트(22)의 IP 주소를 알아야 한다. 제 2 액세스 포인트(22)로부터 제 3 액세스 포인트(23)로 이제 막 이동한 이동 스테이션

(1)으로부터 송신된 재결합 요청 프레임의 현재 액세스 포인트 주소 필드에는 이동 스테이션(1)이 현재 자기가 위치해 있

다고 인식하고 있는 셀을 관리하는 제 2 액세스 포인트(22)의 링크 계층 주소가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상기된 제 2 액세

스 포인트(22)와 제 1 액세스 포인트(21)의 경우와는 달리, 제 3 액세스 포인트(23)와 제 2 액세스 포인트(22)는 서로 다른

서브넷에 존재하기 때문에 제 3 액세스 포인트(23)는 이동 스테이션(1)으로부터 수신된 재결합 요청 프레임의 현재 액세

스 포인트 주소 필드에 기록된 제 2 액세스 포인트(22)의 링크 계층 주소에 기초하여 RARP에 따라 제 2 액세스 포인트

(22)의 IP 주소를 획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제 1 액세스 포인트(21), 제 2 액세스 포인트(22), 제 3 액세스 포인트(23), 및

제 4 액세스 포인트(24) 등 모든 액세스 포인트는 링크 계층 주소를 IP 주소로 일 대 일로 대응시킨 RARP 테이블을 구비하

고 있는데, RARP 테이블에는 액세스 포인트가 존재하는 서브넷에 대한 정보만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제 3 액세스 포

인트(23)의 RARP 테이블에는 제 2 서브넷에 대한 정보만이 기록되어 있고, 제 3 액세스 포인트(23)는 제 1 서브넷에 존재

하는 제 2 액세스 포인트(22)의 링크 계층 주소에 기초하여 RARP에 따라 제 2 액세스 포인트(22)의 IP 주소를 획득할 수

없다. 즉, 제 3 액세스 포인트(23)는 제 2 액세스 포인트(22)의 IP 주소를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제 3 액세스 포인트(23)는

제 2 액세스 포인트(22)와 통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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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된 바와 같이, 서브넷 변경에 따른 핸드오버, 즉 IP 계층에서의 핸드오버의 경우에는 액세스 포인트간의 통신이 불가

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OSI 참조 모델에 따르면, IP 계층은 제 3 계층에 해당하기 때문에 링크 계층에서의 핸드오버를

제 3 계층에서의 핸드오버 또는 간단히 L3 핸드오버라고도 한다.

  215 통신 경로 또는 216 통신 경로를 따라 이동 스테이션(1)이 비컨 프레임 또는 프로브 응답 프레임을 수신하는 경우는

211 통신 경로 또는 212 통신 경로를 따라 이동 스테이션(1)이 비컨 프레임 또는 프로브 응답 프레임을 수신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된다. 즉, 324 통신 경로 및 323 통신 경로를 따라 제 4 액세스 포인트(24)는 제 3 액세스 포인트(23)로 핸드

오버 요청 프레임을 송신하고, 제 3 액세스 포인트(23)는 핸드오버 요청 프레임을 수신한다. 결과적으로, 종래 기술에 따르

면 링크 계층에서의 핸드오버의 경우에는 액세스 포인트간의 통신이 가능하지만, IP 계층에서의 핸드오버의 경우에는 액

세스 포인트간의 통신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서브넷의 변경에 따른 핸드오버, 즉 IP 계층에서의 핸드오버의 경우에도 액세스

포인트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고, 상기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

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제 1 액세스 포인트가 존재하는 제 1 서브넷으로부터 제 2 액세스 포

인트가 존재하는 제 2 서브넷으로 이동하는 이동 스테이션에서의 핸드오버 지원 방법은 상기 제 1 액세스 포인트의 주소

를 생성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는 프레임을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생성된 프레임을 상기 제 1 액세스 포인트에 대하여

핸드오버를 수행하고자 하는 제 2 액세스 포인트로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다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제 1 액세스 포인트가 존재하는 제 1 서브넷으로부터 제 2 액세

스 포인트가 존재하는 제 2 서브넷으로 이동하는 이동 스테이션에서의 핸드오버 지원 장치는 상기 제 1 액세스 포인트의

주소를 생성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는 프레임을 생성하는 프레임 생성부; 및 상기 프레임 생성부에서 생성된 프레임을 상

기 제 1 액세스 포인트에 대하여 핸드오버를 수행하고자 하는 제 2 액세스 포인트로 송신하는 프레임 송신부를 포함한다.

  상기 또 다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제 1 액세스 포인트에 대하여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제 2 액세

스 포인트에서의 핸드오버 수행 방법은 상기 제 1 액세스 포인트가 존재하는 제 1 서브넷으로부터 상기 제 2 액세스 포인

트가 존재하는 제 2 서브넷으로 이동하는 이동 스테이션으로부터 수신된 프레임에 기록된 정보를 사용하여 상기 제 1 액

세스 포인트의 주소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생성된 주소를 목적지 주소로 사용함으로서 상기 제 1 액세스 포인트로 핸

드오버 요청 프레임을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또 다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제 1 액세스 포인트에 대하여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제 2 액세

스 포인트에서의 핸드오버 수행 장치는 상기 제 1 액세스 포인트가 존재하는 제 1 서브넷으로부터 상기 제 2 액세스 포인

트가 존재하는 제 2 서브넷으로 이동하는 이동 스테이션으로부터 수신된 프레임에 기록된 정보를 사용하여 상기 제 1 액

세스 포인트의 주소를 생성하는 주소 생성부; 및 상기 주소 생성부에서 생성된 주소를 목적지 주소로 사용함으로서 제 1

액세스 포인트로 핸드오버 요청 프레임을 송신하는 프레임 송신부를 포함한다.

  상기 또 다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상기된 핸드오버 지원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

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를 제공한다.

  상기 또 다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상기된 핸드오버 수행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

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를 제공한다.

  상기 또 다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이동 스테이션이 제 1 액세스 포인트의 주소를 생성하고자 하

는 제 2 액세스 포인트로 송신하는 재결합 요청 프레임은 상기 제 1 액세스 포인트의 링크 계층 주소가 기록된 필드; 및 상

기 제 1 액세스 포인트가 존재하는 서브넷의 네트워크 프리픽스가 기록된 필드를 포함한다.

  이하에서는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상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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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무선 랜 환경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무선 랜 환경은 이동 스테이션(4), 제 1 액세스 포인트(51), 제 2 액세스 포인트(52), 제 3 액세스 포인

트(53), 제 4 액세스 포인트(54), 제 1 액세스 라우터(61), 및 제 2 액세스 라우터(62)로 구성된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 스테이션(4)이 제 1 액세스 포인트(51)가 관리하는 셀, 제 2 액세스 포인트(52)가 관리하

는 셀, 제 3 액세스 포인트(53)가 관리하는 셀, 및 제 4 액세스 포인트(54)가 관리하는 셀을 차례대로 통과한다고 가정한

다.

  여기에서, 제 1 액세스 포인트(51)와 제 2 액세스 포인트(52)는 제 1 액세스 라우터(61)에 연결되어 있고, 제 3 액세스 포

인트(53)와 제 4 액세스 포인트(54)는 제 2 액세스 라우터(62)에 연결되어 있고, 제 1 액세스 라우터(61)는 제 1 서브넷을

관리하고, 제 2 액세스 라우터(62)는 제 2 서브넷을 관리한다. 따라서, 이동 스테이션(4)은 제 1 액세스 포인트(51) 및 제

2 액세스 포인트(52)가 존재하는 제 1 서브넷으로부터 제 3 액세스 포인트(53) 및 제 4 액세스 포인트(54)가 존재하는 제

2 서브넷으로 이동한다.

  544 통신 경로를 따라 이동 스테이션(4)은 제 3 액세스 포인트(53)로부터 비컨 프레임 또는 프로브 응답 프레임을 수신

한다. 이때, 이동 스테이션(4)은 수신된 비컨 프레임 또는 프로브 응답 프레임에 기록된 정보에 기초하여 자신이 위치한 셀

이 변경되었음을 알게 된다. 이어서, 544 통신 경로를 따라 이동 스테이션(4)은 재결합 요청 프레임을 제 2 액세스 포인트

(52)에 대하여 핸드오버를 수행하고자 하는 제 3 액세스 포인트(53)로 송신하고, 제 3 액세스 포인트(53)는 재결합 요청

프레임을 수신한다. 이어서, 544 통신 경로를 따라 제 3 액세스 포인트(52)는 이 재결합 요청 프레임에 대한 응답 프레임,

즉 재결합 응답 프레임을 이동 스테이션(4)으로 송신하고, 이동 스테이션(4)은 재결합 응답 프레임을 수신한다.

  본 실시예에 따른 재결합 요청 프레임에는 제 2 액세스 포인트(52)의 IP 주소를 생성하기 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제

3 액세스 포인트(53)는 재결합 요청 프레임에 기록된 정보를 사용하여 제 2 액세스 포인트(52)의 IP 주소를 생성한다. 이

와 같이 생성된 IP 주소를 사용함으로서 653 통신 경로 및 652 통신 경로를 따라 제 3 액세스 포인트(53)는 제 2 액세스

포인트(52)로 핸드오버 요청 프레임을 송신할 수 있고, 제 2 A(52)는 제 3 액세스 포인트(53)로부터 핸드오버 요청 프레임

을 수신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재결합 요청 프레임에 이전 액세스 포인트의 주소를 생성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시킴

으로서 IP 계층에서의 핸드오버의 경우에도 액세스 포인트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544 통신 경로 외에 541 통신 경로, 542 통신 경로, 543 통신 경로, 545 통신 경로, 546 통신 경로를 따라 이동 스테이션

(4)이 비컨 프레임 또는 프로브 응답 프레임을 수신하는 경우에도 본 발명이 적용될 수 있다. 종래와 달리, RARP 테이블을

참조할 필요가 없게 되어 보다 고속의 핸드오버를 구현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액세스 포인트간 핸드오버 지원 장치의 구성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액세스 포인트간 핸드오버 지원 장치는 독출부(42), 프레임 생성부(43), 프레임 송신부(44), 프레임 수

신부(45), 프레임 판별부(46), 및 재결합 처리부(47)로 구성된다. 액세스 포인트간 핸드오버 지원 장치는 도 2에 도시된 이

동 스테이션(4)의 링크 계층에 탑재되며, 액세스 포인트간의 핸드오버를 지원한다.

  프리픽스 목록(prefix list)(41)은 이동 스테이션(4)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제 1 서브넷의 네트워크 프리픽스를 저장한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리픽스 목록(prefix list)(41)은 이동 스테이션(4)의 네트워크 계층에 탑재되며, IPv6 표준 상

의 용어이다. IPv6 표준에 따르면, 제 1 서브넷을 관리하는 제 1 액세스 라우터(61)는 정기적으로 또는 라우터 요청 메시

지(router solicitation message)를 수신한 경우, 자신이 관리하는 제 1 서브넷의 네트워크 프리픽스를 포함하는 라우터

광고 메시지(router advertisement message)를 송신한다. 이어서, 이동 스테이션(4)이 라우터 광고 메시지를 수신한 경

우, 프리픽스 목록(41)은 라우터 광고 메시지에 포함된 제 1 서브넷의 네트워크 프리픽스를 저장한다.

  독출부(42)는 IPv6 표준 상의 프리픽스 목록(41)으로부터 이동 스테이션(4)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제 1 서브넷의 네트워

크 프리픽스를 독출한다.

  프레임 생성부(44)는 제 2 액세스 포인트(22)의 주소를 생성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는 재결합 요청 프레임

(reassociation request frame)을 생성한다. 여기에서, 제 2 액세스 포인트(52)의 주소는 제 1 서브넷 상의 네트워크 계층

주소인 IP 주소이다. 즉, 프레임 생성부(44)는 제 2 액세스 포인트(52)의 네트워크 계층 주소를 생성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

하는 프레임을 링크 계층에서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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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v6 표준은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서버 등과 같은 외부 서버를 이용하지 않고, 이동 스테이션

(4)이 자체적으로 IP 주소를 생성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토콜인 주소 자동 설정(address autoconfiguration)을 제안하였

다. IPv6 표준 상의 주소 자동 설정에 따르면, 이동 스테이션(4)은 자신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서브넷의 네트워크 프리픽스

와 자신의 링크 계층 주소를 결합하여 자신의 IP 주소를 생성한다. 따라서, 제 2 액세스 포인트(52)의 IP 주소를 생성하기

위한 정보란 제 2 액세스 포인트(52)의 링크 계층 주소 및 독출부(42)에서 독출된 제 1 서브넷의 네트워크 프리픽스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재결합 요청 프레임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4를 참조하면, IEEE 802.11 표준 상의 관리 프레임(management frame)은 프레임 제어 필드(frame control

field)(401), 기간 필드(duration field)(402), 목적지 주소 필드(destination address field)(403), 발신지 주소 필드

(source address field)(404), BSS 아이디 필드(Basic Service Set ID field)(405), 순서 제어 필드(sequence control

field)(406), 프레임 바디 필드(frame body field)(407), 및 프레임 검사 순서 필드(frame check sequence)(408)로 구성

된다.

  특히, 프레임 바디 필드(407)의 앞에 위치하는 부분을 MAC 헤더라고 한다. MAC 헤더 중 프레임 제어 필드(frame

control field)(401)는 프로토콜 버전 필드(protocol version field)(4011), 타입 필드(type field)(4012), 서브타입 필드

(subtype field)(4013), 및 기타 필드들로 구성된다.

  IEEE 802.11 표준에 따르면, 재결합 요청 프레임은 서브타입 필드(4013)의 값이 0010인 관리 프레임의 일종이다. 타입

필드(4012)의 값 0은 관리 프레임을 나타낸다. 재결합 요청 프레임의 프레임 바디 필드(407)는 성능 정보 필드(capability

information field)(4073), 청취 간격 필드(listen interval field)(4072), 현재 액세스 포인트 주소 필드(current AP

address field)(4073), SSID(Service Set ID)(4074), 및 지원 레이트 필드(supported rates field)(4075)로 구성된다.

  성능 정보 필드(4073)에는 이동 스테이션의 성능에 관한 정보가 기록된다. 청취 간격 필드(4072)에는 이동 스테이션이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송신되는 프레임을 수신하기 위하여 저전력 모드로부터 깨어나는 간격이 기록된다. 현재 액세스 포

인트 주소 필드(4073)에는 이동 스테이션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셀을 관리하는 액세스 포인트의 링크 계층 주소가 기록된

다. SSID(4074)에는 이동 스테이션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ESS(Extended Service Set)의 아이디가 기록된다. ESS는 액

세스 포인트가 관리하는 BSS들의 집합, 즉 셀들의 집합이다. 이것은 링크 계층에서 무선 랜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서, 네

트워크 계층에서 무선 랜의 범위를 규정한 서브넷과는 다른 개념이다. 지원율 필드(4075)에는 이동 스테이션에서 지원되

는 레이트가 기록된다.

  상기된 바와 같이, 제 3 액세스 포인트(53)가 제 2 액세스 포인트(52)의 IP 주소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제 2 액세스 포인

트(52)의 링크 계층 주소 및 제 1 서브넷의 네트워크 프리픽스가 필요하다. 그런데, IEEE 802.11 표준 상의 재결합 요청

프레임은 제 2 액세스 포인트(52)의 링크 계층 주소가 기록된 현재 액세스 포인트 주소 필드(4073)를 포함하고 있으나, 제

2 액세스 포인트(52)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제 1 서브넷의 네트워크 프리픽스가 기록된 필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실시예는 제 2 액세스 포인트(52)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제 1 서브넷의 네트워크 프리픽스가 기록된 필드, 즉

현재 네트워크 프리픽스 필드(current network prefix field)(4076)를 포함하는 새로운 재결합 요청 프레임을 제안한다.

프레임 생성부(43)는 IEEE 802.11 표준 상의 재결합 요청 프레임에 제 1 서브넷의 네트워크 프리픽스가 기록된 필드, 즉

현재 네트워크 프리픽스 필드(4076)를 부가함으로서 상기와 같이 제안된 재결합 요청 프레임을 생성한다.

  다시 도 3을 참조하면, 프레임 송신부(43)는 프레임 생성부(43)에서 생성된 재결합 요청 프레임을 제 2 액세스 포인트

(52)에 대하여 핸드오버를 수행하고자 하는 제 3 액세스 포인트(53)로 송신한다.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프레임 송신부

(43)는 MAC 헤더의 목적지 주소 필드에 제 3 액세스 포인트(53)의 링크 계층 주소가 기록된 재결합 요청 프레임을 송신한

다.

  프레임 수신부(45)는 이동 스테이션(4)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셀을 관리하는 제 3 액세스 포인트(53)로부터 임의의 프레

임을 수신한다.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프레임 수신부(45)는 제 3 액세스 포인트(53)로부터 수신된 프레임의 MAC 헤더의

목적지 주소 필드를 검사하고, 검사 결과 목적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값이 이동 스테이션(4)의 링크 계층 주소이면, 제 3

액세스 포인트(53)로부터 수신된 프레임을 프레임 판별부(46)로 출력한다.

  프레임 판별부(46)는 프레임 수신부(45)에 수신된 프레임이 프레임 생성부(43)에서 생성된 재결합 요청 프레임에 대한

응답 프레임, 즉 재결합 응답 프레임(reassociation response frame)인 지를 판별한다.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프레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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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부(46)는 프레임 수신부(45)로부터 입력받은 프레임의 타입 필드와 서브타입 필드를 검사하고, 검사 결과 타입 필드의

값이 0이고, 서브타입 필드의 값이 0011이면, 재결합 응답 프레임인 것으로 판별한다. 이 재결합 응답 프레임은 본 실시예

에서 제안된 재결합 요청 프레임과 달리, 재결합 IEEE 802.11 표준 상의 일반적인 재결합 응답 프레임으로 충분하다. 따라

서, 재결합 응답 프레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재결합 처리부(47)는 프레임 판별부(46)에 의해 프레임 수신부(45)에 수신된 프레임이 재결합 응답 프레임인 것으로 판

별되면, 재결합 응답 프레임으로 판별된 프레임에 기록된 정보에 기초하여 이동 스테이션(4)의 제 3 액세스 포인트(53)에

대한 재결합을 처리한다.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재결합 처리부(47)는 재결합 응답 프레임으로 판별된 프레임에 기록된 정

보에 기초하여 제 3 액세스 포인트(53)에 대한 재결합으로 인한 제 3 액세스 포인트(53)와의 통신에 필요한 정보를 구축한

다.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액세스 포인트간 핸드오버 지원 방법의 흐름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액세스 포인트간 핸드오버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들로 구성된다. 액세스 포인트간 핸드오버 지

원 방법은 도 3에 도시된 액세스 포인트간 핸드오버 지원 장치에서 수행되며, 액세스 포인트간 핸드오버 지원 장치에 관한

설명은 액세스 포인트간 핸드오버 지원 방법에도 적용된다.

  501 단계에서는 IPv6 표준 상의 프리픽스 목록으로부터 제 1 서브넷의 네트워크 프리픽스를 독출한다.

  502 단계에서는 제 2 액세스 포인트(52)의 주소를 생성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는 재결합 요청 프레임을 생성한다. 여기

에서, 제 2 액세스 포인트(52)의 주소는 제 1 서브넷 상의 네트워크 계층 주소인 IP 주소이다. 따라서, 502 단계에서는 제

2 액세스 포인트(52)의 네트워크 계층 주소를 생성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는 재결합 요청 프레임을 링크 계층에서 생성

한다. 또한, 제 2 액세스 포인트(52)의 IP 주소를 생성하기 위한 정보란 제 2 액세스 포인트(52)의 링크 계층 주소 및 501

단계에서 독출된 제 1 서브넷의 네트워크 프리픽스이다. 그런데, IEEE 802.11 표준 상의 재결합 요청 프레임은 제 2 액세

스 포인트(52)의 링크 계층 주소만을 포함하므로, 502 단계에서는 IEEE 802.11 표준 상의 재결합 요청 프레임에 제 1 서

브넷의 네트워크 프리픽스가 기록된 현재 네트워크 프리픽스 필드(4076)를 부가함으로서 재결합 요청 프레임을 생성한

다.

  503 단계에서는 502 단계에서 생성된 재결합 요청 프레임을 제 2 액세스 포인트(52)에 대하여 핸드오버를 수행하고자

하는 제 3 액세스 포인트(53)로 송신한다.

  504 단계에서는 이동 스테이션(4)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셀을 관리하는 제 3 액세스 포인트(53)로부터 임의의 프레임을

수신한다.

  505 단계에서는 504 단계에서 수신된 프레임이 503 단계에서 송신된 재결합 요청 프레임에 대한 응답 프레임, 즉 재결

합 응답 프레임인 지를 판별한다.

  506 단계에서는 505 단계에 의해 504 단계에서 수신된 프레임이 재결합 응답 프레임인 것으로 판별되면, 재결합 응답

프레임으로 판별된 프레임에 기록된 정보에 기초하여 이동 스테이션(4)의 제 3 액세스 포인트(53)에 대한 재결합을 처리

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액세스 포인트간 핸드오버 수행 장치의 구성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액세스 포인트간 핸드오버 수행 장치는 프레임 수신부(531), 프레임 판별부(532), 재결합 처리부(533),

주소 생성부(534), 프레임 송신부(536), 및 핸드오버 처리부(537)로 구성된다. 액세스 포인트간 핸드오버 수행 장치는 도

2에 도시된 제 3 액세스 포인트(53)의 링크 계층에 탑재되며, 제 2 액세스 포인트(52)에 대한 핸드오버를 수행한다.

  프레임 수신부(531)는 제 3 액세스 포인트(53)가 관리하는 셀 내에 현재 위치해 있는 이동 스테이션(4)으로부터 임의의

프레임을 수신한다.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프레임 수신부(531)는 제 3 액세스 포인트(53)로부터 수신된 프레임의 MAC

헤더의 목적지 주소 필드를 검사하고, 검사 결과 목적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값이 제 3 액세스 포인트(53)의 링크 계층 주

소이면, 제 3 액세스 포인트(53)로부터 수신된 프레임을 프레임 판별부(46)로 출력한다.

  프레임 판별부(532)는 프레임 수신부(531)에 수신된 프레임이 제 3 액세스 포인트(53)가 핸드오버를 수행하고자 하는

제 2 액세스 포인트(52)의 주소를 생성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는 재결합 요청 프레임인 지를 판별한다. 보다 상세히 설명

공개특허 10-2005-0104191

- 7 -



하면, 프레임 판별부(532)는 프레임 수신부(531)로부터 입력받은 프레임의 타입 필드와 서브타입 필드를 검사하고, 검사

결과 타입 필드의 값이 0이고, 서브타입 필드의 값이 0010이면, 재결합 응답 프레임인 것으로 판별한다. 여기에서, 제 2 액

세스 포인트(52)의 IP 주소를 생성하기 위한 정보란 제 2 액세스 포인트(52)의 링크 계층 주소 및 제 1 서브넷의 네트워크

프리픽스이다. 즉, 본 실시예에 따른 재결합 요청 프레임은 IEEE 802.11 표준 상의 재결합 요청 프레임에 제 1 서브넷의

네트워크 프리픽스가 기록된 필드, 즉 현재 네트워크 프리픽스 필드가 부가된 프레임이다.

  주소 생성부(534)는 프레임 판별부(532)에 의해 프레임 수신부(531)에 수신된 프레임이 재결합 요청 프레임인 것으로

판별되면, 재결합 요청 프레임인 것으로 판별된 프레임에 기록된 정보, 즉 제 2 액세스 포인트(52)의 링크 계층 주소 및 제

1 서브넷의 네트워크 프리픽스를 사용하여 제 2 액세스 포인트(52)의 주소를 생성한다. 여기에서, 제 2 액세스 포인트(22)

의 주소는 제 1 서브넷 상의 네트워크 계층 주소인 IP 주소이다. 즉, 주소 생성부(534)는 제 2 액세스 포인트(52)의 네트워

크 계층 주소를 링크 계층에서 생성한다.

  재결합 처리부(533)는 프레임 판별부(532)에 의해 프레임 수신부(531)에 수신된 프레임이 재결합 요청 프레임인 것으로

판별되면, 재결합 요청 프레임으로 판별된 프레임에 기록된 정보에 기초하여 이동 스테이션(4)의 제 3 액세스 포인트(53)

에 대한 재결합을 처리한다.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재결합 처리부(533)는 재결합 요청 프레임으로 판별된 프레임에 기록

된 정보에 기초하여 이동 스테이션(4)의 제 3 액세스 포인트(53)에 대한 재결합으로 인한 이동 스테이션(4)과의 통신에 필

요한 정보를 구축한다.

  프레임 생성부(535)는 재결합 처리부(533)에 의해 이동 스테이션(4)의 제 3 액세스 포인트(53)에 대한 재결합이 처리되

면, 이동 스테이션(4)으로 재결합 처리부(533)에서 처리된 결과를 포함하는 재결합 응답 프레임을 생성한다.

  프레임 송신부(536)는 프레임 생성부(535)에서 생성된 재결합 응답 프레임을 이동 스테이션(4)으로 송신한다. 보다 상세

히 설명하면, 프레임 송신부(536)는 MAC 헤더의 목적지 주소 필드에 이동 스테이션(4)의 링크 계층 주소가 기록된 재결

합 응답 프레임을 송신한다.

  프레임 생성부(535)는 주소 생성부(534)에서 생성된 주소를 목적지 주소로 설정한 핸드오버 요청 프레임을 생성한다. 이

핸드오버 요청 프레임은 본 실시예에서 제안된 재결합 요청 프레임과 달리, IAPP에서 제안된 또는 제안될 일반적인 핸드

오버 요청 프레임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핸드오버 요청 프레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주소 생성부

(534)에서 생성된 주소는 IP 주소이기 때문에, 프레임 생성부(535)는 IP 헤더의 목적지 주소 필드에 주소 생성부(534)에

서 생성된 주소를 기록한 핸드오버 요청 프레임을 생성한다.

  프레임 송신부(536)는 프레임 생성부(535)에서 생성된 핸드오버 요청 프레임을 제 2 액세스 포인트(2)로 송신한다.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프레임 송신부(536)는 MAC 헤더의 목적지 주소 필드에 이동 스테이션(4)의 링크 계층 주소가 기록되

고, IP 헤더의 목적지 주소 필드에 이동 스테이션(4)의 IP 주소가 기록된 핸드오버 요청 프레임을 송신한다. 제 2 액세스

라우터(62) 및 제 1 액세스 라우터(61)는 핸드오버 요청 프레임에 포함된 이동 스테이션(4)의 IP 주소를 참조하여 최종 목

적지인 제 2 액세스 포인트(2)로 핸드오버 요청 프레임을 라우팅한다.

  프레임 판별부(532)는 이동 스테이션(4)으로부터 수신된 프레임이 프레임 송신부(536)에서 송신된 핸드오버 요청 메시

지에 대한 응답 프레임, 즉 핸드오버 응답 프레임인 지를 판별한다.

  핸드오버 처리부(537)는 프레임 판별부(532)에 의해 프레임 수신부(531)에 수신된 프레임이 핸드오버 응답 프레임인 것

으로 판별되면, 핸드오버 응답 프레임에 기록된 정보에 기초하여 제 2 액세스 포인트(52)에 대한 핸드오버를 처리한다. 보

다 상세히 설명하면, 핸드오버 처리부(537)는 핸드오버 응답 프레임에 기록된 정보가 제 2 액세스 포인트(52)에 대한 핸드

오버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음을 나타내면, IAPP에 따라 제 2 액세스 포인트(52)에 대한 핸드오버를 처리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액세스 포인트간 핸드오버 수행 방법의 흐름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액세스 포인트간 핸드오버 수행 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들로 구성된다. 액세스 포인트간 핸드오버 수

행 방법은 도 6에 도시된 액세스 포인트간 핸드오버 지원 장치에서 수행되며, 액세스 포인트간 핸드오버 수행 장치에 관한

상기된 설명은 액세스 포인트간 핸드오버 수행 방법에도 적용된다.

  701 단계에서는 제 3 액세스 포인트(53)가 관리하는 셀 내에 현재 위치해 있는 이동 스테이션(4)으로부터 임의의 프레임

을 수신한다.

공개특허 10-2005-0104191

- 8 -



  702 단계에서는 701 단계에서 수신된 프레임이 제 2 액세스 포인트(52)의 주소를 생성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는 재결

합 요청 프레임인 지를 판별한다. 여기에서, 제 2 액세스 포인트(52)의 IP 주소를 생성하기 위한 정보란 제 2 액세스 포인

트(52)의 링크 계층 주소 및 제 1 서브넷의 네트워크 프리픽스이다. 즉, 본 실시예에 따른 재결합 요청 프레임은 IEEE

802.11 표준 상의 재결합 요청 프레임에 제 1 서브넷의 네트워크 프리픽스가 기록된 필드, 즉 현재 네트워크 프리픽스 필

드가 부가된 프레임이다.

  703 단계에서는 702 단계에 의해 701 단계에서 수신된 프레임이 재결합 요청 프레임인 것으로 판별되면, 재결합 요청

프레임으로 판별된 프레임에 기록된 정보, 즉 제 2 액세스 포인트(52)의 링크 계층 주소 및 제 1 서브넷의 네트워크 프리픽

스를 사용하여 제 2 액세스 포인트(52)의 주소를 생성한다. 여기에서, 제 2 액세스 포인트(52)의 주소는 제 1 서브넷 상의

네트워크 계층 주소인 IP 주소이다. 따라서, 703 단계에서는 상기 제 2 액세스 포인트(52)의 네트워크 계층 주소를 링크

계층에서 생성한다.

  704 단계에서는 703 단계에서 생성된 주소를 목적지 주소로 설정한 핸드오버 요청 프레임을 생성한다.

  705 단계에서는 704 단계에서 생성된 핸드오버 요청 프레임을 제 2 액세스 포인트(52)로 송신한다.

  706 단계에서는 제 2 액세스 포인트(52)로부터 임의의 프레임을 수신한다.

  707 단계에서는 706 단계에서 수신된 프레임이 705 단계에서 송신된 핸드오버 요청 프레임에 대한 응답 프레임, 즉 핸

드오버 응답 프레임인 지를 판별한다.

  708 단계에서는 707 단계에 의해 706 단계에서 수신된 프레임이 핸드오버 응답 프레임인 것으로 판별되면, 핸드오버 응

답 프레임으로 판별된 프레임에 기록된 정보에 기초하여 제 1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핸드오버를 처리한다.

  709 단계에서는 702 단계에 의해 701 단계에서 수신된 프레임이 재결합 요청 프레임인 것으로 판별되면, 재결합 요청

프레임으로 판별된 프레임에 기록된 정보에 기초하여 이동 스테이션(4)의 제 3 액세스 포인트(53)에 대한 재결합을 처리

한다.

  710 단계에서는 709 단계에 의해 이동 스테이션(4)의 제 3 액세스 포인트(53)에 대한 재결합이 처리되면, 이동 스테이션

(4)으로 709 단계에서 처리된 결과를 포함하는 재결합 응답 프레임을 생성한다.

  711 단계에서는 710 단계에서 생성된 결합 응답 프레임을 송신한다.

  한편, 상술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컴퓨터에서 실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작성가능하고,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를 이용하여 상기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 범용 디지털 컴퓨터에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상술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사용된 데이터의 구조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여러 수단을 통하여 기록

될 수 있다.

  상기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마그네틱 저장매체(예를 들면, 롬, 플로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등), 광학적 판독

매체(예를 들면, 시디롬, 디브이디 등) 및 캐리어 웨이브(예를 들면, 인터넷을 통한 전송)와 같은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제까지 본 발명에 대하여 그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시된 실시예들은 한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설명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전술한 설명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으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차이점은 본 발명에 포함된 것으

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재결합 요청 프레임에 이전 액세스 포인트의 주소를 생성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시킴으로서 서브넷의

변경에 따른 핸드오버, 즉 IP 계층에서의 핸드오버의 경우에도 액세스 포인트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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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재결합 요청 프레임에 기록된 정보를 사용하여 이전 액세스 포인트의 주소를 생성함으로서

RARP 테이블을 참조할 필요가 없게 되어 보다 고속의 핸드오버를 구현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특히, 실시간성이 요구

되는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와 같은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효과가 크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IEEE 802.11 표준 상의 관리 프레임의 미사용 필드를 이용함으로서 현재 사용 또는 생산되고 있

는 무선 랜 기기들과 호환이 가능하다는 효과가 있다. 즉, 현재 사용 또는 생산되고 있는 무선 랜 기기들을 변경하거나 교

체할 필요가 없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 1 액세스 포인트가 존재하는 제 1 서브넷으로부터 제 2 액세스 포인트가 존재하는 제 2 서브넷으로 이동하는 이동 스

테이션에서의 핸드오버 지원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제 1 액세스 포인트의 주소를 생성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는 프레임을 생성하는 단계; 및

  (b) 상기 (a) 단계에서 생성된 프레임을 상기 제 1 액세스 포인트에 대하여 핸드오버를 수행하고자 하는 제 2 액세스 포인

트로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주소는 상기 제 1 서브넷 상의 네트워크 계층 주소이고,

  상기 (a) 단계는 상기 제 1 액세스 포인트의 네트워크 계층 주소를 생성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는 프레임을 링크 계층에

서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주소는 IP 주소이고,

  상기 정보는 상기 제 1 액세스 포인트의 링크 계층 주소 및 상기 제 1 서브넷의 네트워크 프리픽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IEEE 802.11 표준 상의 재결합 요청 프레임에 상기 제 1 서브넷의 네트워크 프리픽스가 기록된 필드를

부가함으로서 상기 프레임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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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항에 있어서,

  (c) IPv6 표준 상의 프리픽스 목록으로부터 상기 제 1 서브넷의 네트워크 프리픽스를 독출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a) 단계는 상기 (c) 단계에서 독출된 네트워크 프리픽스를 포함하는 프레임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d) 상기 제 2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수신된 프레임이 상기 생성된 프레임에 대한 응답 프레임인 지를 판별하는 단계; 및

  (e) 상기 (d) 단계에 의해 상기 수신된 프레임이 상기 응답 프레임인 것으로 판별되면, 상기 응답 프레임으로 판별된 프레

임에 기록된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이동 스테이션의 상기 제 2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재결합을 처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1 액세스 포인트가 존재하는 제 1 서브넷으로부터 제 2 액세스 포인트가 존재하는 제 2 서브넷으로 이동하는 이동 스

테이션에서의 핸드오버 지원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 1 액세스 포인트의 주소를 생성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는 프레임을 생성하는 프레임 생성부; 및

  상기 프레임 생성부에서 생성된 프레임을 상기 제 1 액세스 포인트에 대하여 핸드오버를 수행하고자 하는 제 2 액세스 포

인트로 송신하는 프레임 송신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주소는 상기 제 1 서브넷 상의 네트워크 계층 주소이고,

  상기 프레임 생성부는 상기 제 1 액세스 포인트의 네트워크 계층 주소를 생성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는 프레임을 링크

계층에서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

  제 1 액세스 포인트에 대하여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제 2 액세스 포인트에서의 핸드오버 수행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제 1 액세스 포인트가 존재하는 제 1 서브넷으로부터 상기 제 2 액세스 포인트가 존재하는 제 2 서브넷으로 이

동하는 이동 스테이션으로부터 수신된 프레임에 기록된 정보를 사용하여 상기 제 1 액세스 포인트의 주소를 생성하는 단

계; 및

  (b) 상기 (a) 단계에서 생성된 주소를 목적지 주소로 사용함으로서 상기 제 1 액세스 포인트로 핸드오버 요청 프레임을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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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주소는 상기 제 1 서브넷 상의 네트워크 계층 주소이고,

  상기 (a) 단계는 상기 제 1 액세스 포인트의 네트워크 계층 주소를 링크 계층에서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주소는 IP 주소이고,

  상기 정보는 상기 제 1 액세스 포인트의 링크 계층 주소 및 상기 제 1 서브넷의 네트워크 프리픽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프레임은 IEEE 802.11 표준 상의 재결합 요청 프레임에 상기 제 1 서브넷의 네트워크 프리픽스가 기록된 필

드가 부가된 프레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9 항에 있어서,

  (c) 상기 이동 스테이션으로부터 수신된 프레임이 상기 제 1 액세스 포인트의 주소를 생성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는 프

레임인 지를 판별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 9 항에 있어서,

  (d) 상기 제 1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수신된 프레임이 상기 프레임 송신부에서 송신된 핸드오버 요청 메시지에 대한 응답

프레임인 지를 판별하는 단계; 및

  (e) 상기 (d) 단계에 의해 상기 수신된 프레임이 상기 응답 프레임인 것으로 판별되면, 상기 응답 프레임으로 판별된 프레

임에 기록된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제 1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핸드오버를 처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

청구항 15.

  제 1 액세스 포인트에 대하여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제 2 액세스 포인트에서의 핸드오버 수행 장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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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 1 액세스 포인트가 존재하는 제 1 서브넷으로부터 상기 제 2 액세스 포인트가 존재하는 제 2 서브넷으로 이동하

는 이동 스테이션으로부터 수신된 프레임에 기록된 정보를 사용하여 상기 제 1 액세스 포인트의 주소를 생성하는 주소 생

성부; 및

  상기 주소 생성부에서 생성된 주소를 목적지 주소로 사용함으로서 제 1 액세스 포인트로 핸드오버 요청 프레임을 송신하

는 프레임 송신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주소는 상기 제 1 서브넷 상의 네트워크 계층 주소이고,

  상기 주소 생성부는 상기 제 1 액세스 포인트의 네트워크 계층 주소를 링크 계층에서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7.

  제 1 항 내지 제 6 항 중에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18.

  제 9 항 내지 제 14 항 중에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19.

  이동 스테이션이 제 1 액세스 포인트의 주소를 생성하고자 하는 제 2 액세스 포인트로 송신하는 재결합 요청 프레임에 있

어서,

  상기 제 1 액세스 포인트의 링크 계층 주소가 기록된 필드; 및

  상기 제 1 액세스 포인트가 존재하는 서브넷의 네트워크 프리픽스가 기록된 필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

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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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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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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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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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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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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