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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모바일 ＩＰ망에서의 자원 예약 기능을 구비한 단말장치,자원 예약 장치 및 방법

요약

모바일 IP망에서의 과거 이동정보를 이용한 자원 예약 기능을 구비한 단말장치, 자원 예약 장치 및 방법이 개시된다. 

이동국은 자신이 위치하고 있는 현재셀 및 현재셀에 인접하는 인접셀에 대한 방문비율이 기록된 과거 이동정보를 테

이블로 생성하여 관리국으로 전송한다. 관리국은 이동정보테이블을 기초로 인접셀 중에서 이동국의 방문비율이 소정

의 기준방문비율보다 높은 셀에 대해 비활성 RSVP 예약경로를 설정한다. 또한, 관리국은 이동국으로 데이터를 전송

하고자 하는 전송국과의 활성 RSVP 예약경로를 설정하고, 이동국이 위치하고 있는 현재셀에 대해 활성 RSVP 예약

경로를 설정한다. 이에 의해, 과거 이동국의 각 셀에 대한 방문 비율을 보고 그 비율이 특정 한계값을 넘는 지역에 대

해서만 관리국이 이동국을 대신해서 자원을 미리 예약함으로써, 핸드오버 성공률을 높일 수 있으며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셀들에 대해서만 관리국이 미리 자원을 예약하므로 네트워크 자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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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4

색인어

모바일 IP, RSVP, 자원 예약, 과거이동정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RSVP 신호를 통해 자원을 예약하는 절차를 도시한 도면,

도 2는 종래의 MRSVP를 이용해서 이동국이 핸드오버할 경우 자원을 예약하는 절차를 도시한 도면,

도 3a는 종래의 HMRSVP를 이용해서 이동국이 하나의 관리국이 관리하는 영역 내에서 핸드오버할 경우 자원을 예약

하는 절차를 도시한 도면,

도 3b는 종래의 HMRSVP를 이용해서 이동국이 다른 관리국이 관리하는 영역으로 핸드오버할 경우 자원을 예약하는

절차를 도시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모바일 IP망에서의 자원 예약 장치의 연결관계를 도시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자원 예약 기능을 구비한 단말장치의 일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자원 예약 장치의 일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7은 도 4에 도시된 모바일 IP망에서 전송국과 이동국사이의 자원예약절차의 수행과정을 도시한 흐름도,

도 8은 이동국이 위치한 셀에 인접한 셀로의 과거방문비율이 기록된 테이블을 도시한 도면,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모바일 IP망에서의 자원 예약 방법의 수행과정에서 전송국, 관리국, 및 이동국 사이에 전달되

는 메시지의 흐름을 도시한 도면, 그리고,

도 10은 이동국이 예측된 셀이 아닌 다른 셀로 이동하려고 할 때, 관리국과 이동국이 이동하고자 하는 셀사이의 변경

된 경로 상의 새로운 자원 예약을 위한 메시지의 흐름을 도시한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모바일 IP망에서의 과거이동정보를 이용한 자원 예약 기능을 구비한 단말장치, 자원 예약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모바일 IP 네트워크에서 이동국의 핸드오버시 이동국의 과거이동정보를 이용하여 기

지국과 이동국 사이의 변경된 경로에 대해 자원예약 프로토콜 시그널링를 통해 효과적으로 자원을 예약하는 기능을 

구비한 단말장치, 자원 예약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자원 예약 방법 중 하나인 자원예약 프로토콜(Resource Reservation Protocol : RSVP)은 자원 송신지에서 

수신지까지 트래픽 전송시 사용하게 될 네트워크 자원을 미리 예약하기 위한 수신자 지향의 프로토콜이다. 도 1에는 

RSVP 신호를 통해 송신지와 수신지간의 트래픽 전송 경로상의 자원을 예약하는 절차가 도시 되어 있다. 전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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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트래픽을 보내고자 하는 송신지(100), 트래픽을 받고자 하는 수신지(120), 및 송신지(100)와 수신지(120) 사이의 

여러 경로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선택해 패킷을 전송하는 라우터(110-1 및 110-2)로 구성된다.

도 1을 참조하여 해당 시스템에서의 자원예약절차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살펴본다. 송신지(100)는 요구하는 트래픽 

정보를 포함한 RSVP PATH 메시지를 수신측으로 전송한다. 이 때, RSVP PATH 메시지가 통과하는 경로상의 라우

터(110-1 및 110-2)들은 데이터 플로우에 대한 경로 상태(Path State)를 저장하고 있으며, 자신의 자원 상태를 수신

지(120)에 알린다.

RSVP PATH 메시지를 수신한 수신지(120)는 자신이 원하는 자원의 특성을 결정하여 RSVP RESV 메시지를 통해 R

SVP PATH 메시지가 전송된 경로의 반대 방향으로 라우터(110-1 및 110-2)들에게 자원을 요청한다. 각각의 라우

터(110-1 및 110-2)들은 만족할 만한 충분한 자원이 있으면 해당 플로우를 위한 링크 대역폭과 버터 공간을 할당하

며 관련 상태 정보가 라우터(110-1 및 110-2)에 기입된다. 이를 통해 송신지(100)와 수신지(120) 사이에는 종단간 

자원예약 프로토콜에 따른 예약 경로가 설정되게 된다. 만약 라우터(110-1 및 110-2)에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면 요

청을 거절하고 이를 수신지(120)에 알림으로써 자원예약과정은 종료된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은 종래의 RSVP에 의한 자원예약방법을 모바일 IP 환경에 적용할 경우 몇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RSVP는 종단간(end-to-end) 연결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송신지나 수신지에 있는 사용자의 위치가 

변경될 경우 이미 설정된 RSVP 경로를 수정하여야 한다. 특히 송신지와 수신지가 먼 거리 에 위치한 경우, 새로운 R

SVP 경로를 제공하는데 걸리는 시간적 지연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시간적 지연은 서비스의 품질 저하를 초래

한다. 둘째, 만약 이동국이 새로 방문한 네트워크에 자원이 부족한 경우 이동국은 처음 계약한 서비스 품질을 보장받

지 못할 수 있다.

또한, 1998년에 A.K.Talukdar가 제안한 모바일 자원예약 프로토콜(Mobile Resource Reservation Protocol : MRS

VP)은 이동국의 이동성과는 독립적으로 QoS(Quality of Service)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토콜로 이동국이 이동할 가

능성이 있는 모든 셀들에 대해서 미리 네트워크 자원을 예약한다.

도 2에는 이동국(250)이 수신자인 경우의 MRSVP의 예약 절차가 도시되어 있다. 해당 시스템은 트래픽을 보내고자 

하는 전송국(200), 트래픽을 수신하는 이동국(250), 전송국(200)과 이동국(250) 사이의 여러 경로 중에서 가장 효율

적인 경로를 선택해 패킷을 전송하는 기능을 가진 라우터(210-1 내지 210-3)로 구성된다.

전송국(200)과 이동국(250) 사이의 자원을 미리 예약하기 위해서는 이동국(250)이 자신이 방문할 지역에 대한 정보

를 모두 알고 있다는 가정이 필요한데, 이동국(250)은 수집된 정보를 최초 QoS 협약이 맺어질 때 Mspec 메시지를 통

해 전송국(200)에 알린다. 그리고 나서, 전송국(200)은 현재 이동국(250)이 위치한 셀(230-3)에 대해서는 활성 RSV

P PATH 메시지와 활성 RSVP RESV 메시지를 통해 활성 RSVP 예약경로를 설정하고,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셀들(230-2 및 230-4)에 대해서는 비활성 RSVP PATH 메시지와 비활성 RSVP RESV 메시지를 통해 비활성 RSVP

예약 경로를 설정하게 된다. 이 경우, 활성 및 비활성 RSVP PATH 메시지는 RSVP의 RSVP PATH 메시지에 해당하

며, 활성 및 비활성 RSVP RESV 메시지는 RSVP의 RSVP RESV 메시지에 해당한다. 이러한 종단간 자원 예약 과정

은 중간 라우터(210-1 내지 210-3)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MRSVP에 의하면 끊김없는 서비스 품질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이

동국은 전송국으로 자신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셀을 모두 알릴 필요가 있는데, 이동국에는 이 때 사용되는 정보를 

파악하고 저장하는 별도의 기능이 부가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네트워크의 부하도 고려해야 할 점이다. 둘째, 이동국은

실제 이동하지 않게 되는 셀들에 대한 자원까지 예약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가져오고 이는 전체적인 네트워크 성능 저

하를 가져온다. 셋째, 예약된 모든 경로로 주기적인 갱신메세지가 계속해서 전송되어야 하므로 백본 네트워크에서 자

원 예약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크다.

이러한 MRSVP의 자원 낭비 문제를 줄이고자, 2001년 C.C.Tseng이 HMRSVP를 제안하였는데, 네트워크를 계층적 

구조로 보고 새로운 네트워크 구성 요소인 관리국(GMA)을 추가하였다. MRSVP와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의 관리국

이 관리하는 영역내에서의 이동국의 이동에 대해서는 미리 자원을 예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동국이 서로 다른 관

리국이 관리하는 영역으로 이동할 경우에도 곧바로 비활성 예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이동국이 인접 셀과 중첩된 영역

에 도달했을 때 예약을 시작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용되지 않는 셀들에 대한 자원을 막아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

게된다.

도 3a 및 도 3b에는 각각 하나의 관리국이 관리하는 영역 내에서의 이동국의 핸드오버시와 다른 관리국이 관리하는 

영역으로의 이동국의 핸드오버시 HMRSVP 프로토콜에 의한 자원예약절차가 도시되어 있다. 해당 시스템은 트래픽

을 전송하는 전송국(300), 트래픽을 수신하는 이동국(340), 다른 네트워크로부터 이동국(340)의 위치파악을 요구해 

오는 경우 이동국(340)을 대신하여 이에 응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관리국(320-1 및 320-2), 이동국(340)을 대신해

서 활성/비활성 예약 경로를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프록시 에이전트(330-1 내지 330-4)로 구성된다. 이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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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가 310-1인 관리국은 참조번호가 각각 320-1인 프록시 에이전트를 관리하고, 참조번호가 310-2인 관리국은 

참조번호가 각각 320-2, 320-3 및 320-4인 프록시 에이전트들을 관리한다.

도 3a는 이동국(340)이 동일한 관리국이 관리하는 프록시 에이전트들이 담당하는 셀간을 이동할 때(즉, 참조번호가 

330-3인 셀에서 참조번호가 330-2인 셀로 이동하는 경우) 자원예약경로를 도시한 도면이다. 참조번호가 310-2인 

관리국과 참조번호가 320-3인 프록시 에이전트 사이에는 활성 경로/활성 자원예약 메시지를 통해 활성 예약 경로가 

설정되어 있다. 이때 등록 메시지는 참조번호가 310-2인 관리국으로만 전송되며 같은 관리국내의 이동이므로 참조

번호가 330-2인 셀에 대해 미리 자원을 예약하지는 않는다.

한편, 도 3b는 이동국(340)이 서로 다른 관리국(즉, 참조번호가 각각 310-1 및 310-2인 관리국)이 관리하는 프록시 

에이전트들(330-2 및 330-1)이 담당하는 셀간에 이동할 때(즉, 참조번호가 330-3인 셀에서 참조번호가 330-2인 

셀로 이동하는 경우) 자원예약경로를 도시한 도면이다.

이동국(340)은 참조번호가 330-2인 셀과 참조번호가 330-1인 셀의 겹친 지역으로 이동하자마자 참조번호가 330-

1인 프록시 에이전트에게 새로운 COA(Care-of-address)를 얻기 위해 등록 메시지를 보내고, 해당 프록시 에이전트

(330-1)는 수신한 등록 메시지를 참조번호가 310-1인 관리국으로 보내 이동국(340)의 위치를 업데이트한다. 위치 

등록 절차가 종료한 후, 전송국(300)과 해당 프록시 에이전트(320-1) 사이에는 참조번호가 310-1인 관리국을 통해 

비활성 경로/비활성 자원예약 메시지를 교환함으로써 비활성 예약 경로가 설정된다. 그러나, HMRSVP는 도 3a와 같

이 하나의 관리국이 관리하는 영역내에서 이동국이 이동하는 경우에 이동국이 이동한 지역에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동국에게 최초 협상된 서비스 품질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각각의 셀에 대한 방문정보를 생성하여 전송하는 기능을 구비한 단말장치와

단말장치로부터 전송된 방문정보를 이용하여 자원을 예약하는 기능을 구비한 자원 예약 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각각의 셀에 대한 방문정보를 생성하여 전송하는 기능을 구비한 단말

장치와 단말장치로부터 전송된 방문정보를 이용하여 자원을 예약하는 기능을 구비한 자원 예약 장치를 이용하여, 이

동국의 핸드오버 성공율을 높이고 네트워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원 예약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모바일 IP망에서의 자원 예약 기능을 구비한 단말장치는, 현재 

위치하고 있는 현재셀에 인접한 제1인접셀에 대한 과거 방문 비율을 기초로 생성된 이동정보가 기록된 테이블이 저

장되는 저장부; 외부장치로부터 활성 RSVP PATH 메시지를 수신하면 상기 외부장치로 활성 RSVP RESV 메시지를 

전송하여 활성 RSVP 예약경로의 설정에 응답하는 경로설정부; 및 새로 진입한 셀에 인접한 제2인접셀에 대한 이동

정보를 기초로 상기 테이블을 갱신하고 상기 갱신된 테이블을 상기 외부장치로 전송하는 테이블관리부;를 구비한다.

상기의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모바일 IP망에서의 자원 예약 장치는, 이동국이 위치하고 

있는 현재셀에 인접하는 제1인접셀에 대한 방문비율이 기록된 이동정보테이블이 저장되는 저장부; 상기 이동정보테

이블을 기초로 상기 제1인접셀 중에서 상기 이동국의 방문비율이 소정의 기준방문비율보다 높은 셀에 대해 비활성 R

SVP 예약경로를 설정하는 경로예약부; 및 상기 이동국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자 하는 전송국과의 활성 RSVP 예약

경로를 설정하고, 상기 현재셀에 대해 활성 RSVP 예약경로를 설정하는 경로설정부;를 갖는다.

상기의 또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모바일 IP망에서의 자원 예약 방법은, 이동국이 위치하

고 있는 현재셀에 인접하는 제1인접셀에 대한 방문비율이 기록된 이동정보테이블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이동국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자 하는 전송국과의 활성 RSVP 예약경로를 설정하고, 상기 현재셀에 대해 활성 RSVP 예약경로를

설정하는 단계; 및 상기 이동정보테이블을 기초로 상기 제1인접셀 중에서 상기 이동국의 방문비율이 소정의 기준방

문비율보다 높은 셀에 대해 비활성 RSVP 예약경로를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과거 이동국의 각 셀에 대한 방문 비율을 보고 그 비율이 특정 한계값을 넘는 지역에 대해서만 관

리국이 이동국을 대신해서 자원을 미리 예약함으로써, 핸드오버 성공률을 높일 수 있으며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셀들

에 대해서만 관리국이 미리 자원을 예약하므로 네트워크 자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하에서,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자원 예약 장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각각의 도면 및 설명

에서 동일한 참조번호는 동일한 구성요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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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자원 예약 장치의 연결관계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모바일 IP망(400)은 전송국(410), 관리국(420), 및 이동국(430)으로 구성된다. 전송국(410)은 이동

국(430)으로 향하는 트래픽을 전송한다. 관리국(420)은 다른 네트워크에서 이동국(430)의 위치파악요청을 수신하는 

경우 이동국(430)을 대신하여 이에 응답하며, 이동국(430)의 과거이동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한다. 이동국(430)은 자

신의 과거이동정보를 생성, 저장, 및 관리하며, 관리국(420)을 통해 트래픽을 수신한다.

도 5는 이동국(430)의 상세한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이동국(430)은 저장부(500), 경로설정부(510), 및 테이블관리부(520)를 구비한다.

저장부(500)에는 이동국(430)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현재셀에 인접한 인접셀 에 대한 과거 방문 비율을 기초로 생성

된 이동정보가 기록된 이동정보테이블이 저장된다. 경로설정부(510)는 관리국(420)으로부터 활성 RSVP PATH 메

시지를 수신하면 관리국(420)으로 활성 RSVP RESV 메시지를 전송하여 활성 RSVP 예약경로의 설정에 응답한다.

테이블관리부(520)는 이동국(430)의 핸드오버시 변경된 방문비율을 기초로 저장부(500)에 저장되어 있는 이동정보

테이블을 갱신하고 갱신된 이동정보테이블을 관리국(420)으로 전송한다.

도 6은 관리국(420)의 상세한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관리국(420)은 저장부(600), 경로예약부(610), 및 경로설정부(620)를 구비한다.

저장부(600)에는 이동국(430)이 위치하고 있는 현재셀에 인접하는 인접셀에 대한 과거방문비율이 기록된 이동정보

테이블이 저장된다.

경로예약부(610)는 저장부(600)에 저장되어 있는 이동정보테이블을 기초로 인접셀 중에서 이동국(430)의 방문비율

이 설정되어 있는 기준방문비율(예를 들면, 80%)보다 높은 셀에 대해 비활성 RSVP 예약경로를 설정한다.

만약, 이동국(430)이 인접셀 중의 하나의 셀로 진입하면, 관리국(420)은 이동국(430)이 진입한 셀에 인접하는 셀에 

대한 이동국(430)의 방문비율을 기초로 작성한 이동정보테이블로 저장부(600)에 저장되어 있는 이동정보테이블을 

갱신한다. 이 경우, 경로예약부(610)는 갱신된 이동정보테이블을 기초로 이동국(430)이 진입한 셀에 인접한 셀 중에

서 이동국(430)의 방문비율이 설정되어 있는 기준방문비율 보다 높은 셀에 대해 비활성 RSVP 예약경로를 설정하고, 

이전의 인접셀에 대해 설정되어 있는 비활성 RSVP 예약경로를 해제한다.

경로설정부(620)는 이동국(430)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자 하는 전송국(410)과의 활성 RSVP 예약경로를 설정하고, 

이동국(430)이 위치하고 있는 셀에 대해 활성 RSVP 예약경로를 설정한다. 만약, 이동국(430)이 비활성 RSVP 예약

경로가 설정되어 있는 인접셀로 진입하면, 경로설정부(620)는 비활성 RSVP 예약경로를 활성화하며, 현재셀에 대해 

설정되어 있는 활성 RSVP 예약경로를 해제한다.

도 7은 도 4에 도시된 모바일 IP망에서 전송국(410)과 이동국(430) 사이의 자원예약절차의 수행과정을 도시한 흐름

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전송국(410)은 관리국(420)으로 RSVP PATH 메시지를 전송한다(S700). RSVP PATH 메시지를 

수신한 관리국(420)은 전송국(410)으로 RSVP RESV 메시지를 전송한다(S710). 이상의 과정을 통해 전송국(410)과 

관리국(420)사이에는 RSVP 예약 경로(Aa)가 설정된다.

한편, 관리국(420)은 전송국(410)으로 RSVP RESV 메시지를 전송함과 동시에 현재 셀1(C1)에 위치해 있는 이동국(

430)에게 활성 RSVP PATH 메시지를 전송한다(S720). 활성 RSVP PATH 메시지를 수신한 이동국(430)은 활성 RS

VP RESV 메시지로 응답한다(S730). 이에 의해 관리국(420)과 이동국(430) 사이에는 활성 RSVP 예약 경로(Ab)가 

설정된다.

또한, 관리국(420)은 RSVP RESV 메시지를 전송국(410)에게 전송함과 동시에 이동국(430)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된

셀2(C2)에 비활성 RSVP PATH 메시지를 전송한 다(S740). 비활성 RSVP PATH 메시지를 수신한 셀2(C2)는 관리

국(420)으로 활성 RSVP RESV 메시지를 전송한다(S750). 이러한 메시지 교환에 의해 관리국(420)과 셀2(C2) 사이

에는 비활성 RSVP 예약 경로(Ac)가 설정된다.

도 8에는 이동국이 위치한 셀에 인접한 셀로의 방문 비율이 기록된 테이블이 도시되어 있다. 기존의 MRSVP는 방문

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모두에 비활성 RSVP 경로를 설정하지만, 본 발명에 따른 자원예약 시스템 및 방법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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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달리 방문 비율(Visiting Rate)이 관리자의 정책에 의해 정해진 특정한 한계값(threshold value)을 만족하는 지역

에 대해서만 관리국이 비활성 RSVP 경로를 설정하게 된다. 한계값이 80%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도 8에 도시된 

방문 비율에 의하면 관리국(420)은 방문비율이 한계값 이상인 셀2(C2)와 비활성 RSVP 경로를 설정한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자원 예약 방법의 수행과정에서 전송국, 관리국, 및 이동국 사이에 전달되는 메시지의 흐름을 

도시한 도면이다. 종래의 RSVP 메시지 흐름과 달리, 본 발명에 따른 자원예약방법의 모든 RSVP 메시지는 관리국(42

0)을 통해 전달되며, 전송국(410)과 셀1(C1)사이에 직접적인 종단간 RSVP 예약 경로가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송

국(410)과 관리국(420)사이에 하나의 RSVP 예약 경로(Aa), 그리고 관리국(420)과 셀1(C1)사이에 하나의 예약경로(

Ab)가 설정된다.

이 때, 관리국(420)과 셀2(C2)사이에는 이동국(430)의 이동에 대비하여 또 하나의 RSVP 예약 경로(Ac)가 설정된다.

관리국(420)과 셀2(C2)사이에 설정되는 경로(Ac)는 이동국(430)이 셀2(C2)로 이동하기 전까지는 비활성화된 상태

에 있다가 이동국(430)이 셀2(C2)로 이동하면 활성화된다. 즉, 이동국(430)이 셀2(C2)로 이동 하기 전까지는 이동국

(430)을 위한 자원만 예약된 상태일 뿐 데이터 패킷이 전송되지 않다가 이동국(430)이 셀2(C2)로 이동했을 때 비로

소 데이터 패킷이 흐르게 된다. 이동국(430)이 셀2(C2)로 이동함과 동시에 관리국(420)과 셀1(C1)사이에 설정되어 

있던 예약경로(Ab)는 해제된다.

도 10은 이동국(430)이 예측된 지역인 셀2(C2)가 아닌 다른 셀로 이동하려고 할 때, 관리국(420)과 셀3(C3)사이의 

변경된 경로 상의 새로운 자원 예약을 위한 메시지의 흐름을 도시한 도면이다.

이동국(430)이 셀1(C1)에서 셀2(C2)가 아닌 셀3(C3)으로 이동하려고 셀1(C1)과 셀3(c3)사이의 중첩된 영역으로 진

입할 때, 이동국(430)은 셀3(C3)에서의 과거이동정보를 수집하여 자신의 이동정보테이블을 갱신하고 이를 관리국(4

20)으로 전송한다. 셀3(C3)에서의 과거이동정보는 도 8에 도시된 방문 비율이 기록된 테이블 형태로 관리국(420)으

로 전송된다. 관리국(420)은 셀3(C3)에게 활성 RSVP PATH 메시지를 전송하고 셀3(C3)은 이에 대해 활성 RSVP R

ESV 메시지로 응답함으로써 관리국(420)과 셀3(C3)사이에는 활성 RSVP 예약 경로가 설정된다. 이와 동시에 관리국

(420)은 이동국(430)으로부터 수신된 과거이동정보를 저장하고 다시 방문 비율을 정책상 한계값과 비교하여 비활성 

자원 예약을 할 새로운 셀을 결정한다.

결정된 셀이 셀4(C4)인 경우, 관리국(420)은 셀4(C4)로 비활성 RSVP PATH 메시지를 전송하고 셀4(C4)는 관리국(

420)에게 비활성 RSVP RESV 메시지로 응답함으로써 관리국(420)과 셀4(C4)사이에는 비활성 RSVP 예약 경로가 

설정된다. 그리고 이전에 사용하던 활성 RSVP 경로(Ab)와 비활성 RSVP 경로(Ac)의 해제를 위해 관리 국(420)은 셀

1(C1)과 셀2(C2)로 자원 해제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도시하고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술한 특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한

정되지 아니하며, 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다양한 변형 실시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그와 같은 변경은 청구범위 기재의 범위 내

에 있게 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자원 예약 방법 및 시스템에 따르면, 과거 이동국의 각 셀에 대한 방문 비율을 보고 그 비율이 특정 한

계값을 넘는 지역에 대해서만 관리국이 이동국을 대신해서 미리 자원을 예약함으로써, 핸드오버 성공률을 높일 수 있

으며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셀들에 대해서만 관리국이 미리 자원을 예약하므로 모든 셀들에 대해 미리 자원을 예약하

는 기술에 비해 네트워크 자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항상 자원 예약 메시지들이 관리국을 통해 전송되므로

종단간 RSVP 예약 경로가 두 개의 예약 경로, 즉 전송국과 관리국간 경로 및 관리국과 수신국간 경로로 분리되어, 이

동국의 핸드오버시 새로 자원을 예약해야 할 경우 변경된 경로에 대해서만 RSVP 예약 경로를 재설정하면 되므로 전

체 경로에 대한 시그널링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현재 위치하고 있는 현재셀에 인접한 제1인접셀에 대한 과거 방문 비율을 기 초로 생성된 이동정보가 기록된 테이블

이 저장되는 저장부;

외부장치로부터 활성 RSVP PATH 메시지를 수신하면 상기 외부장치로 활성 RSVP RESV 메시지를 전송하여 활성 

RSVP 예약경로의 설정에 응답하는 경로설정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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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진입한 셀에 인접한 제2인접셀에 대한 과거 방문 비율을 기초로 상기 테이블을 갱신하고 상기 갱신된 테이블을 

상기 외부장치로 전송하는 테이블관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IP망에서의 자원 예약 기능을 구비

한 단말장치.

청구항 2.
이동국이 위치하고 있는 현재셀에 인접하는 제1인접셀에 대한 방문비율이 기록된 이동정보테이블이 저장되는 저장

부;

상기 이동정보테이블을 기초로 상기 제1인접셀 중에서 상기 이동국의 방문비율이 소정의 기준방문비율보다 높은 셀

에 대해 비활성 RSVP 예약경로를 설정하는 경로예약부; 및

상기 이동국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자 하는 전송국과의 활성 RSVP 예약경로를 설정하고, 상기 현재셀에 대해 활성 

RSVP 예약경로를 설정하는 경로설정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IP망에서의 자원 예약 장치.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국으로부터 RSVP PATH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에,

상기 경로설정부는 상기 전송국으로 RSVP RESV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기 전송국에 대해 RSVP 예약경로를 설정하

며, 상기 이동국에게 활성 RSVP PATH 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활성 RSVP RESV 메시지를 수신하

면 상기 이동국에 대해 활성 RSVP 예약경로를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IP망에서의 자원 예약 장치.

청구항 4.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이 상기 제1인접셀 중 하나인 제2인접셀로 진입한 경우에,

상기 저장부에 저장되어 있는 상기 이동정보테이블은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수신된 상기 제2인접셀에 인접하는 제3

인접셀에 대한 상기 이동국의 방문비율로 갱신되며,

상기 경로예약부는 상기 갱신된 이동정보테이블을 기초로 상기 제3인접셀 중에서 상기 이동국의 방문비율이 소정의 

기준방문비율보다 높은 셀에 대해 비활성 RSVP 예약경로를 설정하고, 상기 제1인접셀 중에서 비활성 RSVP 예약경

로가 설정되어 있는 셀에 대한 상기 비활성 RSVP 예약경로를 해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IP망에서의 자원 

예약 장치.

청구항 5.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이 상기 제1인접셀 중에서 상기 비활성 RSVP 예약경로가 설정되어 있는 셀로 진입하면,

상기 경로 설정부는 상기 이동국이 진입한 셀에 대해 설정되어 있는 상기 비활성 RSVP 예약경로를 활성화하며, 상기

현재셀에 대해 설정되어 있는 활성 RSVP 예약경로를 해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IP망에서의 자원 예약 장

치.

청구항 6.
이동국이 위치하고 있는 현재셀에 인접하는 제1인접셀에 대한 방문비율이 기록된 이동정보테이블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이동국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자 하는 전송국과의 활성 RSVP 예약경로를 설정하고, 상기 현재셀에 대해 활성 

RSVP 예약경로를 설정하는 단계; 및

상기 이동정보테이블을 기초로 상기 제1인접셀 중에서 상기 이동국의 방문비율이 소정의 기준방문비율보다 높은 셀

에 대해 비활성 RSVP 예약경로를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IP망에서의 자원 예약 방법.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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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활성 RSVP 경로설정 단계는,

상기 전송국으로부터 RSVP PATH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전송국으로 RSVP RESV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기 전송국에 대해 RSVP 예약경로를 설정하는 단계;

상기 이동국에게 활성 RSVP PATH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활성 RSVP RESV 메시지를 수신하면 상기 이동국에 대해 활성 RSVP 예약경로를 설정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IP망 에서의 자원 예약 방법.

청구항 8.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새로 진입한 셀의 위치를 확인하는 단계;

상기 이동국이 상기 제1인접셀 중 하나인 제2인접셀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면,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상기 제2인접

셀에 인접하는 제3인접셀에 대한 상기 이동국의 방문비율을 기초로 갱신된 상기 이동정보테이블을 갱신하는 단계;

상기 갱신된 이동정보테이블을 기초로 상기 제3인접셀 중에서 상기 이동국의 방문비율이 소정의 기준방문비율보다 

높은 셀에 대해 비활성 RSVP 예약경로를 설정하는 단계; 및

상기 제1인접셀 중에서 상기 비활성 RSVP 예약경로가 설정되어 있는 셀에 대한 상기 비활성 RSVP 예약경로를 해제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IP망에서의 자원 예약 방법.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이 상기 비활성 RSVP 예약경로가 설정되어 있는 셀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면,

상기 이동국이 진입한 셀에 대해 설정되어 있는 상기 비활성 RSVP 예약경로를 활성화하는 단계; 및

상기 현재셀에 대해 설정되어 있는 활성 RSVP 예약경로를 해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IP망에서의 자원 예약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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