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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패킷 통신 시스템에서, 제어 장치가 이동 단말기로 향하는 패킷을 수신하여 경로 제어를 실행한다. 이동 단말기는, 복

수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관한 정보에 따라 복수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중

에서 적어도 하나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선택하는 통신 관리부; 및 선택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이용

하여 제어 장치로부터 전송된 패킷을 수신하는 상위층 관리부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패킷, 이동 단말기, 홈 에이전트, 인터페이스 카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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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의 제1 내지 제3 실시예에 따른 전체 패킷 통신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이동 노드(mobile node)의 기능적 블록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경로 제어 에이전트(routing control agent)의 기능적 블록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패킷 통신 시스템의 동작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패킷 통신 시스템의 동작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이동 노드의 기능적 블록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패킷 통신 시스템의 동작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패킷 통신 시스템의 동작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이동 노드의 기능적 블록도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경로 제어 에이전트의 페이징 영역 관리 유닛에서 관리되는 내용의 일례를 나

타내는 도면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패킷 통신 시스템의 동작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패킷 통신 시스템의 동작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 13은 본 발명의 제4 및 제5 실시예에 따른 전체 패킷 통신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도 14는 본 발명의 제4 및 제5 실시예에 따른 이동 노드의 기능적 블록도이다.

도 15는 본 발명의 제4 및 제5 실시예에 따른 홈 에이전트의 기능적 블록도이다.

도 16은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패킷 통신 시스템의 동작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 17은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따른 패킷 통신 시스템의 동작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 단말기로 향하는 패킷을 수신한 때에 제어 장치가 그 패킷의 경로 제어(routing control)를 실행하는 

패킷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이동 단말기 및 제어 장치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페이징 제어(paging control)를 실행하는 패킷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이동 단말기 및 제어 장치

에 관한 것이다. 페이징 제어에 있어서는, 제어 장치가, 이동 단말기로 향하는 패킷을 수신한 때에, 이동 단말기의 위

치 정보를 획득하고 패킷의 전송 목적지를 결정하기 위해, 이동 단말기의 페이징 영역에 페이징 통지 패킷을 전송한

다.

또한, 본 발명은, 복수의 홈 에이전트가, 각각의 홈 어드레스와 각각의 케어오브 어드레스(care of address)에 따라, 

이동 단말기로 향하는 패킷을 수신한 때에 그 패킷의 경로 제어를 실행하는 패킷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이동 단

말기 및 홈 에이전트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패킷 통신 시스템은, 유니캐스트 어드레스(unicast address)를 이용한 IP 패킷의 전송에 앞서, 어드레스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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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ARP:Address Resolution Protocol) 또는 근접 탐색 프로토콜(NDP:Neghbor discovery portocol)을 이용

하여 IP 패킷의 도달성을 확보하도록 구성되었다.

ARP 및 NDP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의 링크층 어드레스(link layer address)(또는 카드 어드레스)와 네트워크

층 어드레스(network layer address)(IP 어드레스)를 상호 관련시키도록 정의된다.

IP 어드레스는, 미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할당되는 정적 설정에 의 해 결정되거나, 또는 DHCP(dynamic hos

t configuration protocol)와 같은 동적 설정에 의해 결정된다. 다르게는, IPv6에서 사용되는 어드레스 자동 생성 기

술을 이용하여 링크층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어드레스와 난수에 기초한 연산에 의해, IP 어드레스가 결정된다.

종래의 패킷 통신 시스템에서는, 이동 단말기(이동 노드 또는 호스트)가, 패킷이 그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하는 수단으

로서 복수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가지는 경우, 고객지향 인터페이스 응용 기술이 액세스 링크 관리자와 같은

대화형 응용 기술로서 구현된다.

이 고객지향 인터페이스 응용 기술에서는, 예컨대, 통신 코스트가 낮은 통신 링크 시스템에 대응하는 네트워크 인터

페이스 카드가 복수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중에서 선택된다.

이와 같은 경우, 자율적으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서, 복수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관리하는 멀티플 인터페이스 매니저(MIM: Multiple Interface Manager)가 알려져 있다.

MIM은, 사용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선택하기 위해, 각각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로부터 수집된 속성 및

측정치를 이용하여, 소정의 조건 판단을 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종래, 이동 단말기로 향하는 패킷의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 시스템으로서, Mobile IP 기술 및 그의 확장 기술을 

포함하는 이동성 매니지먼트 제어 기술(mobility management control technology)를 실행하는 패킷 통신 시스템이 

알 려져 있다.

이동성 매니지먼트 제어 기술에서는, 패킷 전송의 제어 단위로서 홈 어드레스를 이용한다.

여기서, 홈 어드레스는 홈 에이전트가 존재하는 홈 링크에서 각각의 이동 단말기에 할당되고, 또, 예컨대, 홈 어드레스

는 홈 링크의 서브넷에 속하는 IP 어드레스이다.

상술한 이동성 매니지먼트 제어 기술을 실행하는 패킷 통신 시스템은, 이동 단말기(이동 노드)가 패킷이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복수의 홈 어드레스를 가지는 경우, 예컨대, 이동 단말기가 이동 단말기의 용도 및 사용하

는 통신 시스템의 종류에 따라 복수의 홈 에이전트와 접속하는 경우, 또는 이동 단말기가 동일한 홈 에이전트 내에서 

복수의 홈 어드레스를 가지는 멀티홈 상황인 경우에, 각각의 홈 어드레스를 단위로서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경로 제어

를 행하도록 구성된다.

그러나, 종래의 패킷 통신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선택하는 기술에서는, IP 어드레스(네트워크층 어

드레스)가 특히 고려되지 않고, 따라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와 IP 어드레스 간의 대응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선택하는 종래의 기술은, 동일한 IP 어드레스가 할당되어 있는 네트워크 인터

페이스 카드 사이에서도, 사용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전환할 때마다, 상술한 대응관계를 얻기 위해, ARP 

및 NDP와 같은 어드레스 해결 수단이 요구된다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선택하는 종래의 기술은, 사용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전환할 때, 사용

하는 IP 어드레스가 변하므로 패킷의 경로를 변경하기 위한 처리가 요구된다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링크층 어드레스를 이용한 IPv6의 어드레스 자동 생성 기술에서는, 동일한 네트워크 도메인에 속하는 경우에

도, 사용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전환할 때마다, 사용하는 IP 어드레스가 변하기 때문에, 패킷의 경로를 변경하기

위한 처리가 요구된다.

또한, DHCP와 같은 네트워크측에 의한 IP 어드레스의 자동 할당(동적 설정)의 경우에도, 패킷의 경로를 변경하기 위

한 처리가 요구된다. 이것은 통신 링크(액세스 링크) 시스템의 종류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네트워크 도메인도 일반

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전환할 때마다, 사용하는 IP 어드레스가 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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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종래의 패킷 통신 시스템에서는, 사용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전환할 때마다, 이동 단말기가 IP 

네트워크 내의 제어 장치(경로 제어 에이전트나 중계 에이전트와 같은) 및 송신 단말기에 대해 IP 어드레스를 등록하

는 것이 요구된다. 패킷은 이 IP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이동 단말기에 도달한다.

따라서, 종래의 패킷 통신 시스템은, 상술한 등록에 관계된 IP 패킷이 무선 링크를 통과하기 때문에 무선 리소스가 낭

비된다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문제는 페이징 제어 기술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페이징 제어 기술은, 위치 등록 영역보다 더 넓은 페이징 영역 단위로 이동 단말기의 위치를 등록함으로써, 이동 단말

기의 위치 등록 제어에 관련된 제어 신호의 양을 감소시키고, 또 이동 단말기의 간헐 수신 기술(intermittent receptio

n technology)과 협동하여 전력 요구량을 감소시킨다.

페이징 제어 기술에서의 문제는, 페이징 에이전트가 이동 단말기의 위치 정보(서브넷)를 정확하게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종래의 이동성 매니지먼트 기술은 동일한 이동 단말기에 할당된 복수의 IP 어드레스 간의 대응 관계를 유지하

지 못한다.

따라서, 이동 단말기로 향하는 IP 패킷이 전송되고, 이 IP 패킷이, 링크 단락 등으로 인해, 특정 홈 어드레스에 기초하

여 생성된 전송 경로를 통해 이동 단말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홈 어드레스에 기초하여 생성된 전송 경로가

이용가능하고 이 IP 패킷이 이 전송 경로를 통해 이동 단말기에 도달할 수 있을지라도, IP 패킷의 전송은 실패로 된다.

또한, 종래의 패킷 통신 시스템은, 이동 단말기가, 용도, 통신 코스트 및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의 절전 제어에 따

라, 복수의 IP 어드레스의 유효성 및 무효성을 동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복수의 IP 어드레스 간의 대응 관계를 유

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종래의 패킷 통신 시스템은, 송신 단말기에서 이동 단말기로의 패킷 전송이 실패한다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이동 단말기는, IP 어드레스의 유효성 및 무효성을 전환 할 때마다, 제어 패킷을 이용하여 IP 어드

레스의 유효성과 무효성 간의 전환을 송신 단말기 또는 이름 해결(DNS:Domain Name System) 서버에게 통지한다.

따라서, 종래의 패킷 통신 시스템은 그러한 통지의 빈도에 따라 리소스가 낭비된다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술한 바를 고려하여, 본 발명의 목적은, 사용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무선 리소스의 

낭비 없이 패킷의 도달성을 확보할 수 있는 패킷 통신 시스템에 사용되는 이동 단말기, 제어 장치, 및 홈 에이전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제1 측면은, 이동 단말기로 향하는 패킷을 수신한 때에 제어 장치가 그 패킷의 경로 제어를 실행하는 패킷 

통신 시스템에서의 이동 단말기를 요지로 한다. 이동 단말기는, 복수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네트워크 인터페

이스 카드에 관한 정보에 따라, 복수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선택하도록 구성된 통신 매니저; 선택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이용하여, 제어 장치로부터 전송된 패킷을 수신

하도록 구성된 상위층 매니저;를 포함한다.

제1 측면에서, 패킷 통신 시스템은, 이동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획득하고 패킷의 전송 목적지를 결정하기 위해, 이동 

단말기로 향하는 패킷을 수신한 때에, 이동 단말기의 페이징 영역에 페이징 통지 패킷을 전송하는 제어 장치에 의해, 

페이 징 제어를 실행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통신 매니저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대해 설정된 링크층 어드레

스를 수집하도록 구성된 수집부; 및 수집된 링크층 어드레스 중에서 대표 링크층 어드레스를 결정하도록 구성된 결정

부;를 포함할 수 있다. 상위층 매니저는, 페이징 영역을 형성하기 위한 페이징 등록 패킷을 전송하는 때에, 선택된 네

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이용하여 제어 장치에게 대표 링크층 어드레스를 통지하도록 구성된 통지부; 및 대표 링크

층 어드레스와 소정의 네트워크층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어드레스 해결을 수행하도록 구성된 어드레스 해결부;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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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할 수 있다.

제1 측면에서, 통신 매니저는, 모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대해 대표 링크층 어드레스를 설정하도록 구성된 대

표 링크층 어드레스 설정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제1 측면에서, 통신 매니저는, 모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대해 링크층에서의 어드레스 필터링 기능의 정지를 

지시하도록 구성된 필터링 제어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제1 측면에서, 통신 매니저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대해 설정된 링크층 어드레스를 수집하도록 구성된 수집

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위층 매니저는, 선택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이용하여, 소정의 네트워크층 어드레

스와 수집된 링크층 어드레스를 제어 장치에게 통지하도록 구성된 통지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제1 측면에서, 패킷 통신 시스템은, 이동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획득하고 패 킷의 전송 목적지를 결정하기 위해, 이동 

단말기로 향하는 패킷을 수신한 때에, 이동 단말기의 페이징 영역에 페이징 통지 패킷을 전송하는 제어 장치에 의해, 

페이징 제어를 실행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통지부는 페이징 영역을 형성하기 위한 페이징 등록 패킷과 함께 복수의 

링크층 어드레스를 제어 장치에게 통지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제1 측면에서, 복수의 홈 에이전트의 각각은, 패킷 통신 시스템에서, 각각의 홈 어드레스와 각각의 케어오브 어드레스

(care of address)에 따라, 이동 단말기로 향하는 패킷을 수신한 때에 그 패킷의 경로 제어를 실행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복수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의 각각은 복수의 홈 에이전트에 접속가능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상위층 매

니저는, 각각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와 각각의 홈 어드레스를 연관시켜 관리하도록 구성된 관리부; 및 복수의 홈

에이전트로 하여금 선택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와 연관된 홈 어드레스로 이동 단말기로 향하는 패킷을 전송하

도록 지시하도록 구성된 지시부;를 포함할 수 있다.

제1 측면에서, 지시부는, 대표 홈 어드레스에 대한 바인딩 갱신(binding update)에 의해, 복수의 홈 에이전트로 지시

를 전달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제1 측면에서, 패킷 통신 시스템은 DNS 서버를 통해 이동 단말기로 향하는 패킷을 홈 에이전트로 전송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지시부는 DNS 서버에게 이동 단말기로 향하는 패킷의 대표 홈 어드레스로의 전송을 지시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 측면은, 이동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획득하고 패킷의 전송 목적지를 결정하기 위해, 이동 단말기로 향

하는 패킷을 수신한 때에, 이동 단말기의 페이징 영역으로 페이징 통지 패킷을 전송하는 제어 장치에 의해, 페이징 제

어를 실행하는 패킷 통신 시스템에서의 제어 장치를 요지로 한다. 제어 장치는, 복수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포함하는 이동 단말기로부터 페이징 등록 패킷과 함께 대표 링크층 어드레스를 수신하도록 구성된 수신부; 및 이동 

단말기에 할당된 네트워크층 어드레스와 수신된 대표 링크층 어드레스에 따라, 이동 단말기의 페이징 영역을 관리하

도록 구성된 관리부;를 포함한다. 이동 단말기의 페이징 영역은 페이징 등록 패킷에 따라 형성된다. 대표 링크층 어드

레스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대해 설정된 링크층 어드레스 중에서 결정된다.

본 발명의 제3 측면은, 이동 단말기로 향하는 패킷을 수신한 때에 제어 장치가 그 패킷의 경로 제어를 실행하는 패킷 

통신 시스템에서의 제어 장치를 요지로 한다. 제어 장치는, 복수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포함하는 이동 단말

기로부터 복수의 링크층 어드레스를 수신하도록 구성된 수신부; 및 이동 단말기에 할당된 네트워크층 어드레스와 복

수의 대표 링크층 어드레스에 따라 경로 제어를 실행하기 위한 경로 제어 정보를 관리하도록 구성된 관리부;를 포함

한다. 복수의 링크층 어드레스 각각은 각각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대해 설정된다.

제3 측면에서, 패킷 통신 시스템은, 이동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획득하고 패킷의 전송 목적지를 결정하기 위해, 이동 

단말기로 향하는 패킷을 수신한 때에, 이동 단말기의 페이징 영역에 페이징 통지 패킷을 전송하는 제어 장치에 의해, 

페이징 제어를 실행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수신부는, 복수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포함하는 이동 단말기로부

터 페이징 등록 패킷과 함께 복수의 링크층 어드레 스를 수신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이동 단말기의 페이징 영역은 페

이징 등록 패킷에 따라 형성된다. 복수의 링크층 어드레스 각각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의 각각에 대해 설정된다.

관리부는, 네트워크층 어드레스와 복수의 수신된 대표 링크층 어드레스에 따라, 이동 단말기의 페이징 영역을 관리하

도록 구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4 측면은, 이동 단말기로 향하는 패킷을 수신한 때, 각각의 홈 어드레스와 각각의 케어오브 어드레스에 

따라, 복수의 홈 에이전트가 그 패킷의 경로 제어를 실행하는 패킷 통신 시스템에서의 홈 에이전트를 요지로 한다. 홈 

에이전트는, 복수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포함하는 이동 단말기로부터 대표 홈 어드레스를 수신하도록 구성된

수신부; 및 이동 단말기로 향하는 패킷을 대표 홈 어드레스로 전송하도록 구성된 패킷 전송부;를 포함한다. 대표 홈 

어드레스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와 연계된 홈 어드레스 중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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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측면에서, 홈 에이전트는 대표 홈 어드레스로 향하는 경로 정보를 관리하도록 구성된 경로 정보 관리부를 더 포

함할 수 있다. 패킷 전송부는, 대표 홈 어드레스로 향하는 경로 정보에 따라, 이동 단말기로 향하는 패킷을 전송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경로 정보 관리부는, 이동 단말기로부터의 바인딩 갱신에 따라, 대표 홈 어드레스로 향하는 경로 정

보를 갱신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제4 측면에서, 패킷 통신 시스템은, 이동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획득하고 패킷의 전송 목적지를 결정하기 위해, 이동 

단말기로 향하는 패킷을 수신한 때, 페이징 통지 패킷을 이동 단말기의 페이징 영역으로 전송하는 제어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대표 홈 어드레스로 향하는 경로 정보는 이동 단말기로 향하는 패킷이 제어 장치로 전송되도록 설정된다.

본 발명의 제5 측면은, 이동 단말기로 향하는 패킷을 수신한 때 제어 장치가 그 패킷의 경로 제어를 실행하는 패킷 통

신 방법을 요지로 한다. 이 방법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관한 정보에 따라, 이동 단말기에 포함된 복수의 네트

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선택하는 단계; 및 선택된 네트워크 인터페

이스 카드를 이용하여 제어 장치로부터 전송된 패킷을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패킷 통신 시스템의 구성 >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패킷 통신 시스템의 구성은 도 1 내지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른 패킷 통신 시스템은 경로 제어 에이전트(MA, PA), 액세스 라우터(AR1, 

AR2), 통신 링크 시스템(AP1,BS2), 및 이동 노드(MN#1)를 포함한다.

본 실시예에 따른 패킷 통신 시스템은, 이동 노드(MN#1)의 위치 정보(서브넷)를 획득하고 패킷의 전송 목적지를 결

정하기 위해, 이동 노드(이동 단말기)(MN#1)로 향하는 패킷을 수신한 때, 이동 노드(MN#1)의 페이징 영역으로 페이

징 통지 패킷을 전송하는 경로 제어 에이전트(경로 장치)(PA)에 의해, 페이징 제어를 실행하도록 구성된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 노드(MN#1)는, 복수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NIC#n), 통신 매니저(MIM

), 제어 유닛(15), 및 상위층 매니저(100)를 포함한다.

MAC 어드레스(링크층 어드레스)가 복수의 네트워크 카드(NIC#1~NIC#n)의 각각에 대해 설정된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는 통신 링크 시스템(AP1)에 접속될 수 있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2)는

통신 링크 시스템(BS1, BS2)에 접속될 수 있다.

이동 노드(MN#1)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NIC#n)를 이용하여, 통신 링크 시스템 및 액세스 라우터(A

R)를 통해 IP 네트워크에 접속될 수 있다.

통신 매니저(MIM)는 링크층 어드레스 제어 유닛(11),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정보 저장 유닛(12), 네트워크 인터

페이스 카드 결정 유닛(13), 및 대표 링크층 어드레스 설정 유닛(14)을 포함한다.

링크층 어드레스 수집 유닛(11)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NIC#n)에 대해 각각 설정된 MAC 어드레스를 

수집하는 수집 유닛을 구성한다.

또한, 링크층 어드레스 수집 유닛(11)은 각각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NIC#n)로부터, 상술한 MAC 어드

레스와 함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NIC#n)의 특성을 수집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정보 저장 유닛(12)은, 각각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NIC#n)로부터 수집되는

MAC 어드레스와 특성과 같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도록 구성된다.

여기서, 상술한 특성은, 네트워크 카드가 접속될 수 있는 링크 시스템의 종류, 통신 코스트, 전력 측정치(소지 전력, SI

R 등), 사용자의 기호를 반영한 우선순위(비즈니스 용도로서의 이용상황 등) 등을 포함한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결정 유닛(13)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관한 정보(특성)에 따라, 복수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NIC#n)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선택하도록 구성된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결정 유닛(13)은, 링크층 어드레스 수집 유닛(11)에 의해 수집된 MAC 어드레스 중에서 대

표 MAC 어드레스를 결정하도록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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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결정 유닛(13)은, 선택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대해 설정된 MAC 어드레스를 대표

MAC 어드레스로서 선택하기 위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소정의 조건에 부합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선

택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결정 유닛(13)은, 전송할 패킷에 부가되는 정보(예컨대, 소정의 플래그(flag))에 따라, 네트

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와 대표 MAC 어드레스를 선택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결정 유닛(13)은, 수집된 MAC 어드레스 중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MAC 어드레스를 

대표 MAC 어드레스로 결정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대표 링크층 어드레스 설정 유닛(14)은 모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NIC#n)에 대해 대표 MAC 어드레스

를 설정하도록 구성된다.

제어 유닛(15)은 통신 매니저(MIM)와 상위층 매니저(100)를 포함하는 이동 노드(MN#1)의 모든 기능을 제어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제어 유닛(15)은 동작 모드(정상 모드 또는 페이징 제어 모드)에 따라 이동 노드(MN#1)가 동작하도록 하여 구

성된다.

정상 모드에서 동작하는 동안, 이동 노드(MN#1)는 제어 유닛(15)에 의해 제어되어, 모바일 IP 기술 또는 모바일 IP 

기술의 확장 기술에 기초한 이동성 매니지먼트 동작을 수행한다.

한편, 페이징 제어 모드로 동작하는 동안, 이동 노드(MN#1)는 제어 유닛(15)에 의해 제어되어, 이동성 매니지먼트 동

작을 정지하고 페이징 영역을 형성하기 위한 페이징 등록 패킷을 경로 제어 에이전트(PA)로 전송한다.

상위층 매니저(100)는 링크층보다 상위의 층(예컨대, 네트워크층)에서 제어 동작을 수행하도록 구성된다.

예컨대, 상위층 매니저(100)는, IP층에서의 제어 동작을 수행하여 IP 패킷의 전송 및 수신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경로 제어 에이전트(MA)와 협동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상위층 매니저(100)가, 통신 매니저(MIM)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결정 유닛(13)에 의해 선택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이용하여, 경로 제어 에이전트(제어 장치)로부터 전송된 IP 패킷을 수신하도록 구성된다

.

또한, 상위층 매니저(100)는, 이동 노드(MN#1)의 페이징 영역을 형성하기 위한 페이징 등록 패킷을 경로 제어 에이

전트(PA)로 전송할 때, 경로 제어 에이전트(제어 장치)에게 대표 MAC 어드레스를 통지하도록 구성된다. 여기서, 페

이징 등록 패킷은 IP 어드레스와 대표 MAC 어드레스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위층 매니저(100)는, 대표 MAC 어드레스와 소정의 IP 어드레스(소정의 네트워크층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어드레스 해결을 수행하도록 구성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상위층 매니저(100)가 어드레스 해결 처리를 수행하도록 구성되고, 그 처리에서는 대표 MAC 어

드레스와 소정의 IP 어드레스(소정의 네트워크층 어드레스) 간의 대응관계가 상위층 매니저(100), 통신 매니저(MIM)

, 사용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통신 링크 시스템(AP1), 및 액세스 라우터(AR1)에 등록된다.

결과적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사용하는 MAC 어드레스는 변경되지 않

는다. 따라서, 이동 노드(MN#1)는 ARP, NDP 등과 같은 어드레스 해결 처리없이도 통신을 계속할 수 있다.

또한, 위와 유사하게, 이동 노드(MN#1)가 라우터 세그먼트 내에 존재하고, IP 어드레스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NIC)에 대해 설정된 MAC 어드레스에 기초한 IP 어드레스의 자동 생성에 의해 IP 어드레스가 이동 노드(MN#1)에 

할당되는 경우, 사용하는 MAC 어드레스는 변경되지 않고, 그래서 IP 어드레스도 변경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가 동일한 라우터 세그먼트 내에서의 통신 링크에서 변경되는 때에

는 경로 변경은 행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전송된 페이징 등록 패킷의 수는 억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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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경로 제어 에이전트(PA)는, 페이징 등록 패킷 수 신 유닛(31), 페이징 영역 형성 유닛(32), 

페이징 영역 관리 유닛(33), 페킷 검출 유닛(34), 페이징 통지 패킷 전송 유닛(35), 페이징 통지 확인 패킷 수신 유닛(

36) 및 패킷 전송 유닛(37)을 포함하는 제어 장치이다.

페이징 등록 패킷 수신 유닛(31)은, 이동 노드(MN#1)로부터 전송된, 이동 노드(MN#1)의 페이징 영역을 형성하기 위

한 페이징 등록 패킷을 수신하고, 이 페이징 등록 패킷을 페이징 영역 형성 유닛(32)으로 전송하도록 구성된다.

또한, 페이징 등록 패킷 수신 유닛(31)은, 복수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NIC#n)를 포함하는 이동 노드(

MN#1)로부터, 상술한 페이징 등록 패킷과 함께 대표 MAC 어드레스를 수신하도록 구성된다.

대표 MAC 어드레스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NIC#n)에 대해 각각 설정된 MAC 어드레스 중에서 결정

되어 있다.

또한, 페이징 등록 패킷 수신 유닛(31)은, 액세스 라우터(AR1), 통신 링크 시스템(AP1),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

IC#1), 및 통신 매니저(MIM)를 통해, 페이징 등록 응답 패킷을 이동 노드(MN#1)로 전송한다.

페이징 등록 응답 패킷은 페이징 영역이 형성되었음을 이동 노드(MN#1)에 통지한다.

페이징 영역 형성 유닛(32)은 수신된 페이징 등록 패킷에 따라 이동 노드(MN#1)의 페이징 영역을 형성하도록 구성

된다.

예컨대, 페이징 영역 형성 유닛(32)은, 수신된 페이징 등록 패킷에 포함되어 있는 서브넷을 나타내는 정보에 따라, 이

동 노드(MN#1)의 페이징 영역으로서 서브 넷 #1 및 #2를 형성한다.

페이징 영역 관리 유닛(33)은 이동 노드(MN#1)의 페이징 영역을 관리하도록 구성된다.

예컨대, 페이징 영역 관리 유닛(33)은 'IP 어드레스', 'MAC 어드레스', 및 '페이징 영역'을 서로 연계시켜 저장한다.

도 3에 도시된 예에서, 페이징 영역 관리 유닛(33)은, IP 어드레스로서 'IP_MN#1'을, MAC 어드레스로서 '대표 MAC 

어드레스 #1'을, 페이징 영역으로서 '서브넷 #1 및 #2'를 관리한다.

다시 말해, 페이징 영역 관리 유닛(33)은, 이동 노드(MN#1)에 할당된 IP 어드레스 'IP_MN#1'과 수신된 대표 MAC 

어드레스 '대표 MAC 어드레스 #1'에 기초한 이동 노드(MN#1)의 페이징 영역을 관리하는 관리 유닛을 구성한다.

패킷 검출 유닛(34)은 이동 노드(MN#1)로 향하는 IP 패킷을 검출하여 버퍼링하고, 이 사실을 페이징 통지 패킷 전송 

유닛(35)에 통지하도록 구성된다.

또한, 패킷 검출 유닛(34)은, 패킷 전송 유닛(37)으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이동 노드(MN#1)로 향하는 버퍼링된 IP 패

킷을 전송하도록 구성된다.

페이징 통지 패킷 전송 유닛(35)은, 패킷 검출 유닛(34)으로부터의 통지에 따라, 이동 노드(MN#1)의 페이징 영역을 

형성하는 서브넷 #1 및 #2에 페이징 통지 패킷을 전송하도록 구성된다.

페이징 통지 확인 패킷 수신 유닛(36)은, 이동 노드(MN#1)로부터 전송된 페이징 통지 확인 패킷을 수신하고, 패킷의 

수신을 패킷 전송 유닛(37)에게 통지하도 록 구성된다.

패킷 전송 유닛(37)은, 수신된 페이징 통지 확인 패킷에 대응하는 IP 패킷을 패킷 검출 유닛(34)으로부터 추출하도록 

구성된다.

패킷 전송 유닛(37)은, 페이징 통지 확인 패킷에 포함되어 있는 이동 노드(MN#1)의 서브넷에 따라, 추출된 IP 패킷을

전송하도록 구성된다.

액세스 라우터(AR1, AR2)는 IP 네트워크 내에 위치하고, 각각의 액세스 라우터(AR1, AR2)는 IP 어드레스에 기초한 

라우팅 처리를 수행하도록 구성된다.

예컨대, 액세스 라우터(AR1)는 통신 링크 시스템(AP1, BS1)에 접속되어 서브넷 #1를 관리한다. 액세스 라우터(AR2

)는 통신 링크 시스템(BS2)에 접속되어 서브넷 #2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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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링크 시스템은 액세스 라우터(AR들)에 접속되고, 각각의 통신 링크 시스템은 MAC 어드레스에 기초하여 링크층

에서의 전송 제어를 수행하도록 구성된다.

< 제1 실시예에 따른 패킷 통신 시스템의 동작 >

본 실시예에 따른 패킷 통신 시스템의 동작을 도 4 및 도 5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계(S401)에서는, 이동 노드(MN#1)가 파워업(power up)되거나, 또는 네트워크 인터페이

스 카드(NIC)가 이동 노드(MN#1)에 부가된다.

단계(S402)에서는, 링크층 어드레스 제어 유닛(11)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NIC#n)에 대해 각각 설정

된 MAC 어드레스를 수집한다.

단계(S403)에서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결정 유닛(13)이 수집된 MAC 어드레스 중에서 대표 MAC 어드레스를

결정하고, 또 사용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를 결정한다.

단계(S404)에서는, 대표 링크층 어드레스 설정 유닛(14)이 모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NIC#n)에 대해 

대표 MAC 어드레스를 설정한다.

단계(S405)에서는, 상위층 매니저(100)가, 상술한 대표 MAC 어드레스와 소정의 IP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통신 매니

저(MIM),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 및 통신 링크 시스템(AP1)을 통해, 상위층 매니저(100)와 액세스 라우

터(AR1) 간에 어드레스 해결 처리를 수행한다.

다시 말해, 단계(S405)에서는, 대표 MAC 어드레스와 소정의 IP 어드레스 간의 대응관계가 상위층 매니저(100), 통신

매니저(MIM),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 통신 링크 시스템(AP1), 및 액세스 라우터(AR1)에 등록된다.

단계(S406)에서는, 제어 유닛(15)이 페이징 제어 모드의 동작을 시작한다.

단계(S407~S411)에서는, 상위층 매니저(100)가, 상술한 대표 MAC 어드레스와 IP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상술한 대

표 MAC 어드레스와 소정의 IP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페이징 등록 패킷을, 통신 매니저(MIM),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 통신 링크 시스템(AP1), 및 액세스 라우터(AR1)를 통해, 새로운 어드레스 해결 처리의 실행없이, 경로 

제어 에이전트(PA)로 전송한다.

다시 말해, 단계(S407~S411)에서는, 상위층 매니저(100), 통신 매니저(MIM),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 

통신 링크 시스템(AP1) 및 액세스 라우터(AR1)가 각각, 등록된 대응관계에 따라, 페이징 등록 패킷을 전송한다.

단계(S412)에서는, 페이징 영역 형성 유닛(32)은, 수신된 페이징 등록 패킷에 따라, 상술한 대표 MAC 어드레스 및 

소정의 IP 어드레스와 연계된 페이징 영역(예컨대, 서브넷 #1, #2)을 형성한다.

단계(S413~S417)에서는, 페이징 등록 패킷 수신 유닛(31)이, 페이징 등록 응답 패킷을, 액세스 라우터(AR1), 통신 

링크 시스템(AP1),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 및 통신 매니저(MIM)를 통해, 상술한 대표 MAC 어드레스와 I

P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새로운 어드레스 해결 처리의 실행없이, 이동 노드(MN#1)의 상위층 매니저로 전송한다.

페이징 등록 응답 패킷은 페이징 영역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상위층 매니저(100)에게 통지하기 위한 패킷이다.

다시 말해, 단계(S414~S417)에서는, 액세스 라우터(AR1), 통신 링크 시스템(AP1),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

1), 및 통신 매니저(MIM)가 각각, 등록된 대응관계에 따라, 페이징 등록 응답 패킷을 전송한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계(S501)에서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결정 유닛(13)이 사용하는 네트워크 인터페

이스 카드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에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2)로 변경하는 것을 결정한다.

단계(S502)에서는, 제어 유닛(15)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2)에게 동작을 시작하도록 지시한다.

단계(S503)에서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2)가, 설정된 대표 MAC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인터페

이스 카드(NIC#2)와 통신 링크 시스템(BS1) 간의 통신 링크를 확립한다.

단계(S504)에서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2)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2)가 동작을 시작했다는 

것을 제어 유닛(15)에게 통지한다.



공개특허 10-2005-0007196

- 10 -

단계(S505)에서는, 제어 유닛(15)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에게 동작을 정지하도록 지시한다.

단계(S506)에서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는, 설정된 대표 MAC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인터페

이스 카드(NIC#1)와 통신 링크 시스템(AP1) 간의 통신 링크를 해제한다.

단계(S507)에서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가 동작을 정지하였다는

것을 제어 유닛(15)에게 통지한다.

단계(S508)에서는, 경로 제어 에이전트(PA)의 패킷 검출 유닛(34)은 이동 노드(MN#1)로 향하는 패킷을 수신한다.

단계(S509)에서는, 페이징 통지 패킷 전송 유닛(35)이 페이징 통지 패킷을 액세스 라우터(AR1)로 전송한다.

페이징 통지 패킷은, 이동 노드(MN#1)로 향하는 패킷이 수신되었다는 것을 액세스 라우터(AR1)에게 통지하기 위한 

패킷이다.

단계(S510)에서는, 액세스 라우터(AR1)가, 상술한 페이징 통지 패킷을, 이동 노드(MN#1)의 페이징 영역, 즉 서브넷 

#1 및 #2를 관리하는 통신 링크 시스템(AP1, BS1)에게 전송한다.

단계(S511, S512)에서는, 통신 링크 시스템(AP1, BS1)이 상술한 페이징 통지 패킷을, 상술한 대표 MAC 어드레스와

IP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새로운 어드레스 해결 처리의 실행없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 NIC#2)에 각각 

전송한다. 여기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는 상술한 페이징 통지 패킷을 수신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단계(S511, S512)에서는, 통신 링크 시스템(AP1, BS1)이, 등록된 대응관계에 따라, 페이징 통지 패킷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 NIC#2)로 각각 전송한다.

단계(S513, S514)에서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2)에서 수신한 페이징 통지 패킷은 상위층 매니저(100)로 

전송된다.

단계(S515~S519)에서는, 상위층 매니저(100)는, 상술한 페이징 통지 패킷에 대응하는 페이징 통지 확인 패킷을, 통

신 매니저(MIM),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2), 통신 링크 시스템(BS1), 및 액세스 라우터(AR1)를 통해, 상술한

대표 MAC 어드레스와 IP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새로운 어드레스 해결 처리의 실행없이, 경로 제어 에이전트(PA)로 

전성한다.

다시 말해, 단계(S515~S519)에서는, 상위층 매니저(100), 통신 매니저(MIM),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2), 

통신 링크 시스템(BS1) 및 액세스 라우터(AR1)가 각각, 등록된 대응관계에 따라, 페이징 통지 확인 패킷을 전송한다.

단계(S520)에서는, 패킷 전송 유닛(37)이, 수신된 페이징 통지 확인 패킷에 따라, 패킷 검출 유닛(34)에서 버퍼링된 

이동 노드(MN#1)로 향하는 패킷을 추출한다.

단계(S521~S525)에서는, 패킷 전송 유닛(37)이, 이동 노드(MN#1)로 향하는 패킷을, 액세스 라우터(AR1), 통신 링

크 시스템(BS1),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2), 및 통신 매니저(MIM)를 통해, 상술한 대표 MAC 어드레스와 IP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새로운 어드레스 해결 처리의 실행없이, 상위층 매니저(100)에 전송한다.

다시 말해, 단계(S522~S525)에서는, 액세스 라우터(AR1), 통신 링크 시스템(BS1),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

2), 및 통신 매니저(MIM)가 각각, 등록된 대응관계에 따라, 이동 노드(MN#1)로 향하는 패킷을 전송한다.

<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패킷 통신 시스템의 동작 효과 >

본 실시예의 패킷 통신 시스템에 따르면, 이동 노드(MN#1)가 복수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NIC#n)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대표 MAC 어드레스(대표 링크층 어드레스)와 소정의 IP 어드레스(네트워크층 어드레스)를 이용

하여, 어드레스 해결이 수행된다. 따라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의 변경에 수반된 IP 패킷(예컨대,

페이징 등록 패킷)의 생성이 방지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의 패킷 통신 시스템에 따르면, 이용 용도, 통신 품질, 통신 코스트, 절전 제어 등에 기초하여, 대표 M

AC 어드레스가 결정된다. 따라서, 모든 패킷이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최적의 전송 경로를 통해 수신될 수 있다.

<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패킷 통신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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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패킷 통신 시스템은 도 6 내지 도 8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아래에서는 상술한 제1 실시예에 따른 패킷 통신 시스템과는 다른 점을 주로하여 본 실시예에 따른 패킷 통신 시스템

을 설명한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른 이동 노드(MN#1)는 필터링 제어 유닛(16)을 포함하고, 링크층 어드레스 

수집 유닛(11)과 대표 링크 어드레스 설정 유닛(14)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 외에는, 본 실시예의 이동 노드(MN#1)의 

구성은 상술한 제1 실시예의 이동 노드(MN#1)와 동일하다.

필터링 제어 유닛(16)은 모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NIC#n)에 대해 링크층에서의 어드레스 필터링 기능

의 시작과 정지를 지시한다.

본 실시예에 따른 패킷 통신 시스템의 동작은 도 7 및 도 8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계(S701)에서는, 이동 노드(MN#1)가 파워업되거나, 또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

C)가 이동 노드(MN#1)에 부가된다.

단계(S702)에서는, 필터링 제어 유닛(16)이 모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NIC#n)에 대해 링크층에서의 

어드레스 필터링 기능을 정지하도록 지시한다.

단계(S703)에서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결정 유닛(13)이 수집된 MAC 어드레스 중에서 대표 MAC 어드레스를

결정하고, 또 사용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를 결정한다.

단계(S704)에서는, 제어 유닛(15)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에게 동작의 시작을 지시한다.

단계(S705)에서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에 대해 설정된 MAC 어

드레스 #1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와 통신 링크 시스템(AP1) 간의 통신 링크를 확립한다.

단계(S706)에서는, 제어 유닛(15)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2~NIC#n)에게 동작의 정지를 지시한다.

단계(S707)에서는, 상위층 매니저(100)가, 상술한 대표 MAC 어드레스와 소정의 IP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통신 매니

저(MIM),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 및 통신 링크 시스템(AP1)을 통해, 상위층 매니저(100)와 액세스 라우

터(AR1) 간에 어드레스 해결 처리를 실행한다.

다시 말해, 단계(S707)에서는, 대표 MAC 어드레스와 소정의 IP 어드레스 간의 대응관계가 상위층 매니저(100), 통신

매니저(MIM),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 통신 링크 시스템(AP1), 및 액세스 라우터(AR1)에 등록된다.

단계(S708)에서는, 제어 유닛(15)이 페이징 제어 모드의 동작을 시작한다.

단계(S709~S713)에서는, 상위층 매니저(100)가, 상술한 대표 MAC 어드레스와 소정의 IP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새

로운 어드레스 해결 처리의 실행없이, 통신 매니저(MIM),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 통신 링크 시스템(AP1)

, 및 액세스 라우터(AR1)를 통해, 상술한 대표 MAC 어드레스와 소정의 IP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페이징 등록 패킷을 

경로 제어 에이전트(PA)로 전송한다.

다시 말해, 단계(S709~S713)에서는, 상위층 매니저(100), 통신 매니저(MIM),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 

통신 링크 시스템(AP1), 및 액세스 라우터(AR1)가 각각, 등록된 대응관계에 따라, 페이징 등록 패킷을 전송한다.

단계(S714)에서는, 페이징 영역 형성 유닛(32)이, 수신된 페이징 등록 패킷에 따라, 상술한 대표 MAC 어드레스 및 

소정의 IP 어드레스와 연계된 페이징 영역(예컨대, 서브넷 #1 및 #2)을 형성한다.

단계(S715~S719)에서는, 페이징 등록 패킷 수신 유닛(31)이, 상술한 대표 MAC 어드레스와 IP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 새로운 어드레스 해결 처리의 실행없이, 액세스 라우터(AR1), 통신 링크 시스템(AP1),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

IC#1), 및 통신 매니저(MIM)를 통해, 이동 노드(MN#1)의 상위층 매니저(100)로 페이징 등록 응답 패킷을 전송한다.

페이징 등록 응답 패킷은, 페이징 영역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상위층 매니저(100)에게 통지하기 위한 패킷이다.

다시 말해, 단계(S716~S719)에서는, 액세스 라우터(AR1), 통신 링크 시스템(AP1),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

1), 및 통신 매니저(MIM)가 각각, 등록된 대응관계에 따라, 패킷 등록 응답 패킷을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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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에 도시된 본 실시예에 따른 패킷 통신 시스템의 동작은 도 5에 도시된 제1 실시예에 따른 패킷 통신 시스템의 동

작과 동일하다.

본 실시예에 따른 패킷 통신 시스템에서는, 각각의 패킷에 주어진 MAC 어드 레스(대표 MAC 어드레스)가 각각의 네

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에 대해 설정된 MAC 어드레스와 다른 경우에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는 모

든 수신된 패킷을 상위층 매니저(100)로 전송한다. 따라서, 동일한 서브넷 내에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가 

변경되어도, 이에 의한 새로운 어드레스 해결 처리는 발생되지 않는다.

<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패킷 통신 시스템 >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패킷 통신 시스템은 도 9 내지 도 12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아래에서는 상술한 제1 실시예에 따른 패킷 통신 시스템과는 다른 점을 주로하여 본 실시예에 따른 패킷 통신 시스템

을 설명한다.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른 이동 노드(MN#1)는 대표 링크 어드레스 설정 유닛(14)을 포함하지 않는

다. 그 외에는, 본 실시예에 따른 이동 노드(MN#1)의 구성은 상술한 제1 실시예에 따른 이동 노드(MN#1)의 구성과 

동일한다.

또한, 본 실시예에 따른 이동 노드(MN#1)는, 링크층 어드레스 수집 유닛(11)에 의해 수집되고 모든 네트워크 인터페

이스 카드(NIC#1~NIC#n)에 대해 각각 설정된 복수의 MAC 어드레스 #1~#n, 및 소정의 IP 어드레스를, 경로 제어 

에이전트(PA)에게 통지하도록 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상위층 매니저(100)는, 페이징 등록 패킷과 함께 상술한 복수 의 MAC 어드레스 #1~#n을 경로 제어 

에이전트(PA)에게 통지하도록 구성된다.

또한,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른 경로 제어 에이전트(PA)의 페이징 영역 관리 유닛(33)는, 이동 노

드(MN#1)에 할당된 IP 어드레스 'IP_MN#1'과 복수의 대표 MAC 어드레스 #1~#n에 기초하여, 페이징 영역 '서브넷 

#1 및 #2'(다시 말해, 경로 제어를 실행하기 위한 경로 제어 정보)을 관리하도록 구성된다.

본 실시예에 따른 패킷 통신 시스템은 도 11 및 도 12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계(S1101)에서는, 이동 노드(MN#1)가 파워업되거나, 또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NIC)가 이동 노드(MN#1)에 부가된다.

단계(S1102)에서는, 링크층 어드레스 수집 유닛(11)이 각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NIC#n)에 대해 설정

된 MAC 어드레스를 수집한다.

단계(S1103)에서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결정 유닛(13)이 사용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를 결정한

다.

단계(S1104)에서는, 제어 유닛(15)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에게 동작의 시작을 지시한다.

단계(S1105)에서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에 대해 설정된 MAC 

어드레스 #1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와 통신 링크 시스템(AP1) 간의 통신 링크를 확립한다.

단계(S1106)에서는, 상위층 매니저(100)가, 상술한 MAC 어드레스 #1과 소정의 IP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통신 매니

저(MIM),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 및 통신 링크 시스템(AP1)을 통해, 상위층 매니저(100)와 액세스 라우

터(AR1) 간의 어드레스 해결 처리를 실행한다.

다시 말해, 단계(S1106)에서는, MAC 어드레스 #1과 소정의 IP 어드레스 간의 대응관계가 상위층 매니저(100), 통신

매니저(MIM),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 통신 링크 시스템(AP1), 및 액세스 라우터(AR1)에 등록된다.

단계(S1107)에서는, 제어 유닛(15)이 페이징 제어 모드의 동작을 시작한다.

단계(S1108~S1112)에서는, 상위층 매니저(100)가, 상술한 MAC 어드레스 #1과 소정의 IP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새

로운 어드레스 해결 처리의 실행없이, 통신 매니저(MIM),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 통신 링크 시스템(AP1)

, 및 액세스 라우터(AR1)를 통해, 상술한 복수의 MAC 어드레스 #1~#n과 소정의 IP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페이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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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패킷을 경로 제어 에이전트(PA)로 전송한다.

다시 말해, 단계(S1108~S1112)에서는, 상위층 매니저(100), 통신 매니저(MIM),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

통신 링크 시스템(AP1), 및 액세스 라우터(AR1)가 각각, 등록된 대응관계에 따라, 페이징 등록 패킷을 전송한다.

단계(S1113)에서는, 페이징 영역 형성 유닛(32)이, 수신된 페이징 등록 패킷에 따라, 상술한 MAC 어드레스 #1~#n 

및 소정의 IP 어드레스와 연계된 페이징 영역(예컨대, 서브넷 #1 및 #2)을 형성한다.

단계(S1114~1118)에서는, 페이징 등록 패킷 수신 유닛(31)이, 상술한 MAC 어드레스 #1과 IP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새로운 어드레스 해결 처리의 실행없이, 액세스 라우터(AR1), 통신 링크 시스템(AP1),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

C#1), 및 통신 매니저(MIM)를 통해, 이동 노드(MN#1)의 상위층 매니저(100)로 페이징 등록 응답 패킷을 전송한다.

페이징 등록 응답 패킷은, 페이징 영역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상위층 매니저(100)에게 통지하기 위한 패킷이다.

다시 말해, 단계(S1115~S1118)에서는, 액세스 라우터(AR1), 통신 링크 시스템(AP1),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

C#1), 및 통신 매니저(MIM)가 각각, 등록된 대응관계에 따라, 패킷 등록 응답 패킷을 전송한다.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계(S1200)에서는, 경로 제어 에이전트(PA)의 패킷 검출 유닛(34)이 이동 노드(MN#1)

로 향하는 패킷을 수신한다.

단계(S1201, S1204)에서는, 페이징 통지 패킷 전송 유닛(35)이 MAC 어드레스 #1을 포함하는 페이징 통지 패킷과 

MAC 어드레스 #2를 포함하는 페이징 통지 패킷을 액세스 라우터(AR1)로 전송한다.

단계(S1202, S1205)에서는, 액세스 라우터(AR1)가 이동 노드(MN#1)의 페이징 영역, 즉 서브넷 #1 및 #2를 관리하

는 통신 링크 시스템(AP1, BS1)으로 각각 상술한 페이징 통지 패킷을 전송한다.

단계(S1203)에서는, 통신 링크 시스템(AP1)이, MAC 어드레스 #1을 이용하여 통신 링크 시스템(AP1)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MN#1) 간의 통신 링크를 확립하려고 시도하지만, 실패한다.

한편, 단계(S1206)에서는, 통신 링크 시스템(BS1)이 MAC 어드레스 #2를 이용하여 통신 링크 시스템(BS1)과 네트

워크 인터페이스 카드(MN#2) 간의 통신 링크를 확립한다.

단계(S1207)에서는, 통신 링크 시스템(BS1)이, 새로운 어드레스 해결 처리의 실행없이, MAC 어드레스 #2와 IP 어드

레스를 이용하여, 상술한 페이징 통지 패킷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2)로 전송한다.

다른 한편, 통신 링크 시스템(BS1)은, 등록된 대응관계에 따라, 페이징 통지 패킷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

2)로 전송한다.

단계(S1208, S1209)에서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2)에 수신된 페이징 통지 패킷은 상위층 매니저(100)로

전송된다.

단계(S1210)에서는, 어드레스 해결 처리가, 상술한 MAC 어드레스 #2와 소정의 IP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통신 매니

저(MIM),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2), 및 통신 링크 시스템(BS1)을 통해, 상위층 매니저(100)와 액세스 라우

터(AR1) 간에 실행된다.

다시 말해, 단계(S1210)에서는, MAC 어드레스 #2와 소정의 IP 어드레스 간의 대응관계가, 상위층 매니저(100), 통

신 매니저(MIM),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2), 통신 링크 시스템(BS1), 및 액세스 라우터(AR1)에 등록된다.

단계(S1211~S1215)에서는, 상위층 매니저(100)가, 새로운 어드레스 해결 처리의 실행없이, 상술한 페이징 통지 패

킷에 대응하는 페이징 통지 확인 패킷을, 통신 매니저(MIM),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2), 통신 링크 시스템(B

S1), 및 액세스 라우터(AR1)를 통해, 경로 제어 에이전트(PA)로 전송한다.

다시 말해, 단계(S1211~S1215)에서는, 상위층 매니저(100), 통신 매니저 (MIM),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2

), 통신 링크 시스템(BS1), 및 액세스 라우터(AR1)가 각각, 등록된 대응관계에 따라, 페이징 통지 확인 패킷을 전송한

다.

단계(S1216)에서는, 패킷 전송 유닛(37)이, 수신된 페이징 통지 확인 패킷에 따라, 패킷 검출 유닛(34)에서 버퍼링된 

이동 노드(MN#1)로 향하는 패킷을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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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S1217~S1221)에서는, 패킷 전송 유닛(37)이, 상술한 MAC 어드레스 #2와 IP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새로운 어

드레스 해결 처리의 실행없이, 액세스 라우터(AR1), 통신 링크 시스템(BS1),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2), 및 

통신 매니저(MIM)를 통해, 이동 노드(MN#1)로 향하는 패킷을 상위층 매니저(100)로 전송한다.

다시 말해, 단계(S1218~S1221)에서는, 액세스 라우터(AR1), 통신 링크 시스템(BS1),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

C#2), 및 통신 매니저(MIM)가 각각, 등록된 대응관계에 따라, 이동 노드(MN#1)로 향하는 패킷을 전송한다.

<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패킷 통신 시스템 >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패킷 통신 시스템은 도 13 내지 도 16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아래에서는 상술한 제1 실시예에 따른 패킷 통신 시스템과는 다른 점을 주로하여 본 실시예에 따른 패킷 통신 시스템

을 설명한다.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른 패킷 통신 시스템은 경로 제어 에이전트(PA), 홈 에이전트(HA1, HA2), 

액세스 라우터(AR1~AR3), 통신 링크 시스템 (AP1, BS1, APn), 및 이동 노드(MN#1)를 포함한다.

본 실시예에 따른 패킷 통신 시스템에서는, 복수의 홈 에이전트(HA1, HA2)가, 각각의 홈 어드레스 및 각각의 케어오

브 어드레스에 따라, 이동 노드(NN#1)로 향하는 패킷을 수신한 때, 그 패킷의 경로 제어를 실행한다. 본 실시예에서, 

이동 노드(MN#1)는 멀티 홈 상태에 있다.

또한,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른 이동 노드(MN#1)는 링크층 어드레스 제어 유닛(11)과 대표 링크

층 어드레스 설정 유닛(14)을 포함하지 않고, 상위층 매니저(100) 내에 홈 어드레스 관리 유닛(101)과 제어 유닛(102

)을 포함한다. 그 외에는, 본 실시예에 따른 이동 노드(MN#1)의 구성은 상술한 제1 실시예에 따른 이동 노드(MN#1)

의 구성과 동일한다.

홈 어드레스 관리 유닛(101)은 '홈 어드레스', '홈 에이전트', '케어오브 어드레스' 및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

를 서로 연계시키면서 관리하도록 구성된다.

제어 유닛(102)은, 제어 유닛(15)과 협동하여, 홈 에이전트(HA1, HA2)로 하여금, 이동 노드(MN#1)로 향하는 패킷을

수신하도록 결정된 대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와 연계된 대표 홈 어드레스로, 이동 노드(MN#1)로 향하는 패킷

을 전송하도록 지시한다.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홈 에이전트(HA2)는 경로 정보 관리 유닛(51), 패킷 수신 유닛(52), 패킷 전송 유닛(53), 

및 갱신 정보 수신 유닛(54)을 포함한다.

경로 정보 관리 유닛(51)은, '홈 어드레스'와 '전송 어드레스'를 서로 연계시킴으로써, 상술한 대표 홈 어드레스로 향하

는 경로 정보를 관리하도록 구성된다.

패킷 수신 유닛(52)은 기업 A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가지 패킷을 수신하도록 구성된다.

패킷 전송 유닛(53)은, 경로 정보 관리 유닛(51)을 참조하고, 이동 노드(MN#1)로 향하는 패킷을 대표 홈 어드레스로 

전송하도록 구성된다.

갱신 정보 수신 유닛(54)은, 이동 노드(MN#1)로부터 바인딩 갱신 정보를 수신하고, 경로 정보 관리 유닛(51)에 포함

되어 있는 대표 어드레스로 향하는 경로 정보를 갱신하도록 구성된다.

본 실시예에 따른 패킷 통신 시스템의 동작은 도 16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본 실시예에서, 이동 노드(MN#1)는, 가장 낮은 통신 코스트를 가진 통신 링크 시스템에 대응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

스 카드(NIC#1), 사용자가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 또는 절전에 가장 기여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만을 유효화시킨다.

이동 노드(MN#1)는 나머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를 무효화시키고, 링크를 끊거나 그들의 동작을 정지시킨

다.

이와 같은 경우에, 이동 노드(MN#1)의 홈 어드레스(HoA2)를 관리하는 홈 에이전트(HA#2)가, 무효한 네트워크 인터

페이스 카드(NIC#2)에 대응하는 통신 링크 시스템(BS1)을 이용하여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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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ISP), 또는 통신 링크 시스템(BS1)이 접속되는 IP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동 노드(MN#1)가 유효한

전송 경로를 확립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를 가지고 있어도, 홈 에이전트(HA2)를 기점으로 하는

전송 경로를 통해서는 어떠한 패킷도 이동 노드(MN#1)에 도달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실시예에 따른 패킷 통신 시스템은 아래와 같이 동작한다.

단계(S1501)에서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결정 유닛(13)이, 사용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를 대

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로 결정한다.

단계(S1502, S1503)에서는, 제어 유닛(15)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2)에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

C#1)로의 변경 통지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 NIC#2)로 전송한다.

단계(S1504)에서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가 액세스 라우터(AR1)로부터 통신 링크 시스템(AP1)에서의

서브넷 #1에 속하는 케어오브 어드레스(LCoA1)를 획득한다.

단계(S1505, S1506)에서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가 홈 어드레스(HoA1)와 케어오브 어드레스(LCoA1

)의 바인딩 갱신(HoA1->LCoA1)을 홈 에이전트(HA1)로 보내고, 이에 의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와 홈 

에이전트(HA1) 간의 전송 경로를 확보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단계(S1504)에서는, 각각의 MAC 어드레스와 획득한 케어오브 어드레스(LCoA1) 간의 대응관계

가 상위층 매니저(100), 통신 매니저(MIM),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 및 액세스 라우터(AR1)에 등록된다.

또한, 단계(S1505, S1506)에서는, 홈 어드레스(HoA1)로 향하는 패킷을 케어오브 어드레스(LoA1)로 전송하는 것을 

나타내는 경로 정보가 통신 매니저(MIM), 네트워크 인터페이스(NIC#1), 액세스 라우터(AR1) 및 홈 에이전트(HA1)

에 등록된다.

단계(S1507~S1509)에서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가, 상술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의 변경에 의해

패킷이 갈 수 없는 전송 경로에 대응하는 홈 에이전트(HA2)로, 홈 어드레스(HoA2)와 홈 어드레스(대표 홈 어드레스)

(HoA1)의 바인딩 갱신(HoA2->HoA1)을 보낸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단계(S1507~S1509)에서는, 홈 어드레스(HoA2)로 향하는 패킷을 홈 어드레스(HoA1)로 전송하

는 것을 나타내는 경로 정보가 통신 매니저(MIM),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 NIC#2), 액세스 라우터(AR1, 

AR2), 및 홈 에이전트(HA1, HA2)에 등록된다.

단계(S1510)에서는, 홈 에이전트(HA2)가 이동 노드(MN#1)로 향하는 패킷을 수신한다. 패킷은 홈 어드레스(HoA2)

를 목적지 어드레스로 지정한다.

단계(S1511)에서는, 홈 에이전트(HA2)는 경로 정보 관리 유닛(51)을 참조하고, 이동 노드(MN#1)로 향하는 패킷을 

홈 에이전트(HA1)로 전송한다.

단계(S1512~S1515)에서는, 홈 에이전트(HA1)에 의해 수신된 이동 노드(MN#1)로 향하는 패킷이, 네트워크 인터페

이스 카드(NIC#1)와 홈 에이전트(HA1) 간의 전송 경로를 통해, 상위층 매니저(100)에 도달한다.

본 실시예에서, 이동 노드(MN#1)는, 송수신할 패킷이 없는 경우에, 이동 노드(MN#1)로 향하는 패킷이 경로 제어 에

이전트(PA)로 전송되도록, 이동 노드(MN#1) 가 위치하는 액세스 라우터(AR)의 변경에 수반하는 바인딩 갱신의 송신

을 정지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모든 홈 에이전트(HA)는 이동 노드(MN#1)로 향하는 패킷을 경로 제어 에이전트(PA)로 전송하도

록 설정되고, 패킷들은 홈 에이전트(HA) 자신에 의해 관리되는 홈 어드레스(HoA)를 패킷들의 목적지 어드레스로 지

정한다.

결과적으로, 이동 노드(MN#1)로 향하는 모든 패킷들은 어떠한 홈 에이전트(HA)를 통하더라도 경로 제어 에이전트(P

A)로 전송된다. 따라서, 페이징이 확실하게 수행된다.

<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따른 패킷 통신 시스템 >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따른 패킷 통신 시스템은 도 17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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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상술한 제4 실시예에 따른 패킷 통신 시스템과의 차이점을 주로하여 본 실시예에 따른 패킷 통신 시스템

을 설명한다.

본 실시예의 이동 노드(MN#1) 및 홈 에이전트(HA)의 구성은 상술한 제4 실시예의 이동 노드(MN#1) 및 홈 에이전트

(HA)의 구성과 동일하다.

본 실시예에 따른 패킷 통신 시스템의 동작을 도 17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단계(S1601)에서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결정 유닛(13)이, 이동 노드(MN#1)의 통신 상태 등에 따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를 대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로 결정한다.

단계(S1602, S1603)에서는, 제어 유닛(15)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n)에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

C#1)로의 변경 통지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n, NIC#2)로 전송한다.

단계(S1604)에서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가, 액세스 라우터(AR!)로부터, 통신 링크 시스템(AP1)에서

의 서브넷 #1에 속하는 케어오브 어드레스(LCoA1)를 획득한다.

단계(S1605, S1606)에서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가 홈 어드레스(HoA1)와 케어오브 어드레스(LCoA1

)의 바인딩 갱신(HoA1->LCoA1)을 홈 에이전트(HA1)로 보내고, 이에 의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와 홈 

에이전트(HA1) 간의 전송 경로를 확보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단계(S1604)에서는, 각각의 MAC 어드레스와 획득된 케어오브 어드레스(LCoA1) 간의 대응관계

가 상위층 매니저(100), 통신 매니저(MIM),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1), 및 액세스 라우터(AR1)에 등록된다.

또한, 단계(S1605, S1606)에서는, 홈 어드레스(HoA1)로 향하는 패킷을 케어오브 어드레스(LoA1)로 전송하는 것을 

나타내는 경로 정보가 통신 매니저(MIM), 네트워크 인터페이스(NIC#1), 액세스 라우터(AR1), 및 홈 에이전트(HA1)

에 등록된다.

단계(S1607)에서는, 상위층 매니저(100)가, DNS 서버로 하여금 이동 노드(MN#1)로 향하는 패킷을 홈 어드레스(대

표 홈 어드레스)(HoA1)로 전송하도록 지시하기 위해, DNS 등록을 수행한다.

이동 노드(MN#1)의 상위층 매니저(100)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의 변경 으로 인한 홈 에이전트의 변경이 감지

될 때마다, 상술한 DNS 등록을 수행한다.

본 실시예의 패킷 통신 시스템에 따르면, 통신 상대 노드(CN)는, DNS를 통해, 이동 노드(MN#1)로 향하는 복수의 전

송 경로 중에서 유효한 전송 경로를 검출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사용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무선 

리소스의 낭비없이 패킷 도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동 단말기, 제어 장치, 및 패킷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홈 에

이전트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 개시된 내용으로부터 당업자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경 또는 변형도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 단말기로 향하는 패킷을 수신한 때에 제어 장치가 그 패킷의 경로 제어(routing control)를 실행하는 패킷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의 이동 단말기로서,

복수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etwork interface card);

상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관한 정보에 따라, 상기 복수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중 적어도 하나의 네트

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선택하는 통신 매니저(communication manager);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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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선택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이용하여, 상기 제어 장치로부터 전송된 패킷을 수신하는 상위층 매니저(up

per layer manager);

를 포함하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통신 시스템은, 상기 이동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획득하고 상기 패킷의 전송 목적지(transfer destination)

를 결정하기 위해, 상기 이동 단말기로 향하는 패킷을 수신한 때에, 상기 이동 단말기의 페이징 영역에 페이징 통지 패

킷을 전송하는 상기 제어 장치에 의해, 페이징 제어를 실행하고,

상기 통신 매니저는,

상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대해 설정된 링크층 어드레스(link layer addresses)를 수집하는 수집부, 및

상기 수집된 링크층 어드레스 중에서 대표 링크층 어드레스를 결정하는 결정부를 포함하고,

상기 상위층 매니저는,

상기 페이징 영역을 형성하기 위한 페이징 등록 패킷을 전송할 때, 상기 선택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이용하

여, 상기 대표 링크층 어드레스를 상기 제어 장치에게 통지하는 통지부, 및

상기 대표 링크층 어드레스와 소정의 네트워크층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어드레스 해결을 수행하는 어드레스 해결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매니저는, 모든 상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대해 상기 대표 링크층 어드레스를 설정하는 대표 링크

층 어드레스 설정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매니저는, 모든 상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게 링크층에서의 어드레스 필터링 기능을 정지하도록 지

시하는 필터링 제어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매니저는 상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대해 설정된 링크층 어드레스를 수집하는 수집부를 더 포함하

고,

상기 상위층 매니저는, 상기 선택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이용하여, 소정의 네트워크층 어드레스와 상기 수집

된 링크층 어드레스를 상기 제어 장치에게 통지하는 통지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통신 시스템은, 상기 이동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획득하고 상기 패킷의 전송 목적지(transfer destination)

를 결정하기 위해, 상기 이동 단말기로 향하는 패킷을 수신한 때에 상기 이동 단말기의 페이징 영역에 페이징 통지 패

킷을 전송하는 제어 장치에 의해, 페이징 제어를 실행하고,

상기 통지부는 상기 페이징 영역을 형성하기 위한 페이징 등록 패킷과 함께 상기 복수의 링크층 어드레스를 상기 제

어 장치에게 통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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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통신 시스템에 복수의 홈 에이전트가 구비되고, 각각의 홈 에이전트는, 각각의 홈 어드레스 및 각각의 케어

오브 어드레스(care of address)에 따라, 이동 단말기로 향하는 패킷을 수신한 때에 그 패킷의 경로 제어를 실행하고,

상기 복수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각각은 상기 복수의 홈 에이전트에 접속가능하며,

상기 상위층 매니저는,

상기 각각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상기 각각의 홈 어드레스와 연계시켜 관리하는 관리부, 및

상기 복수의 홈 에이전트에게 상기 이동 단말기로 향하는 패킷을 상기 선택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와 상기 연계

된 홈 어드레스로 전송하도록 지시하는 지시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지시부는, 상기 대표 홈 어드레스에 대한 바인딩 갱신(binding update)에 의해, 상기 복수의 홈 에이전트에게 상

기 지시를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통신 시스템은 DNS 서버를 통해 상기 이동 단말기로 향하는 패킷을 상기 홈 에이전트에게 전송하고,

상기 지시부는 상기 DNS 서버에게 상기 이동 단말기로 향하는 패킷을 상기 대표 홈 어드레스로 전송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10.
이동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획득하고 패킷의 전송 목적지를 결정하기 위해, 상기 이동 단말기로 향하는 상기 패킷을 

수신한 때에, 상기 이동 단말기의 페이징 영역에 페이징 통지 패킷을 전송하는 제어 장치에 의해, 페이징 제어를 실행

하는 패킷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의 상기 제어 장치로서,

복수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포함하는 상기 이동 단말기로부터 페이징 등록 패킷과 함께 대표 링크층 어드레

스를 수신하는 수신부; 및

상기 이동 단말기에 할당된 네트워크층 어드레스와 상기 수신된 대표 링크층 어드레스에 따라, 상기 이동 단말기의 

상기 페이징 영역을 관리하는 관리부;

를 포함하고,

상기 이동 단말기의 상기 페이징 영역은 상기 페이징 등록 패킷에 따라 형성되고, 상기 대표 링크층 어드레스는 상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대해 설정된 링크층 어드레스 중에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어 장치.

청구항 11.
이동 단말기로 향하는 패킷을 수신한 때에 그 패킷의 경로 제어를 실행하는, 패킷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의 제어 장치

로서,

복수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포함하는 상기 이동 단말기로부터 복수의 링크층 어드레스를 수신하는 수신부; 

및

상기 이동 단말기에 할당된 네트워크층 어드레스와 상기 복수의 대표 링크층 어드레스에 따라, 상기 경로 제어를 실

행하기 위한 경로 제어 정보를 관리하는 관리부;

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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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복수의 링크층 어드레스 각각은 상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각각에 대해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어

장치.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통신 시스템은, 상기 이동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획득하고 상기 패킷의 전송 목적지를 결정하기 위해, 상기

이동 단말기로 향하는 패킷을 수신한 때에, 상기 이동 단말기의 페이징 영역에 페이징 통지 패킷을 전송하는 상기 제

어 장치에 의해, 페이징 제어를 실행하고,

상기 수신부는 상기 복수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포함하는 상기 이동 단말기로부터 페이징 등록 패킷과 함께 

상기 복수의 링크층 어드레스를 수신하며,

상기 이동 단말기의 페이징 영역은 상기 페이징 등록 패킷에 따라 형성되고, 상기 복수의 링크층 어드레스 각각은 상

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각각에 대해 설정되며,

상기 관리부는, 상기 네트워크층 어드레스와 상기 복수의 수신된 대표 링크층 어드레스에 따라, 상기 이동 단말기의 

페이징 영역을 관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어 장치.

청구항 13.
복수의 홈 에이전트가, 각각의 홈 어드레스와 각각의 케어오브 어드레스에 따라, 이동 단말기로 향하는 패킷을 수신한

때에 그 패킷의 경로 제어를 실행하는 패킷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의 상기 홈 에이전트로서,

복수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포함하는 상기 이동 단말기로부터 대표 홈 어드레스를 수신하는 수신부; 및

상기 이동 단말기로 향하는 패킷을 상기 대표 홈 어드레스로 전송하는 패킷 전송부;

를 포함하고,

상기 대표 홈 어드레스는 상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와 연계된 홈 어드레스 중에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 에이전트.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대표 홈 어드레스로 보내지는 경로 정보를 관리하는 경로 정보 관리부; 및

상기 이동 단말기로부터의 바인딩 갱신에 따라, 상기 대표 홈 어드레스로 보내지는 상기 경로 정보를 갱신하는 경로 

정보 관리부;

를 더 포함하고,

상기 패킷 전송부는, 상기 대표 홈 어드레스로 보내지는 상기 경로 정보에 따라, 상기 이동 단말기로 향하는 패킷을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 에이전트.

청구항 15.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통신 시스템은, 상기 이동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획득하고 상기 패킷의 전송 목적지를 결정하기 위해, 상기

이동 단말기로 향하는 패킷을 수신한 때에, 상기 이동 단말기의 페이징 영역에 페이징 통지 패킷을 전송하는 제어 장

치를 포함하고,

상기 대표 홈 어드레스로 보내지는 상기 경로 정보는 상기 이동 단말기로 향하는 패킷이 상기 제어 장치로 전송되도

록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 에이전트.

청구항 16.
이동 단말기로 향하는 패킷을 수신한 때에 제어 장치가 그 패킷의 경로 제어를 실행하는 패킷 통신 방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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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관한 정보에 따라, 상기 이동 단말기에 포함된 복수의 상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선택하는 단계; 및

상기 선택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이용하여, 상기 제어 장치로부터 전송된 패킷을 수신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패킷 통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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