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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ＩＰｖ６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의 인터넷 연결성을 위한확장 지원방법

요약

IPv6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의 인터넷 연결성을 위한 확장 지원 방법이 개시된다.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의 노드가 게이트웨

이를 통해 인터넷 노드와 통신하도록 하는 인터넷 연결성을 위한 확장 지원 방법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가용한 게이트웨

이로부터 각각 하나의 글로벌 주소를 상태보존형 방식으로 할당받고, 인터넷 노드로 보낼 패킷이 있을 때 해당 게이트웨이

로의 경로를 미처 획득하지 못한 경우, 할당받은 글로벌 주소 중 유용한 하나 이상의 글로벌 주소를 선택하고, 선택한 각각

의 글로벌 주소를 포함하는 각각의 메시지를 인터넷 노드와의 통신에 참여중인 글로벌 주소를 할당한 게이트웨이로 전송

하며, 게이트웨이는 메시지에 포함된 글로벌 주소를 터널링을 위한 소정의 위치 주소로 등록한 후 이를 요청한 노드에게

위치 주소가 등록되었다는 메시지를 전송한다. 본 발명을 통해, 현재 애드혹 네트워크에 할당되지 않은 글로벌 주소에 대

한 불필요한 경로 탐색에 의한 브로드캐스트 컨트롤 메시지의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

대표도

도 7

색인어

글로벌 주소, 위치 주소, 게이트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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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게이트웨이 청구 메시지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게이트웨이 광고 메시지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위치 주소 갱신 메시지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위치 주소 갱신 응답 메시지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

도 5 및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연결성을 위한 확장 지원 방법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연결성을 위한 확장 지원 방법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mobile IPv6 및 다수의 게이트웨이를 활용하여 IPv6 기반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에 향상된 인터넷 연결성을 지

원하는 확장 지원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는 이동 노드들이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가 없는 환경에서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로 통

신을 가능하게 한다.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 내부의 노드들이 인터넷의 노드와 통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동혹 네트워크

의 인터넷 연결성 지원이 요구된다. IPv6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의 글로벌 인터넷 연결성 지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한

다. 특히, 기존 라우팅 프로토콜 확장에 의한 방법은 인접탐색 프로토콜(Neighbor Discovery Protocol:NDP)과 동적 호스

트 설정 프로토콜(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DHCP)의 확장 없이 최소 오버헤드로 인터넷 연결을 지원한다.

종래에 라우팅 프로토콜 확장을 위한 기본 프레임워크가 제안되었지만, 종래의 라우팅 프로토콜 확장 방법은 다수의 가용

한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연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종래 방법은 글로벌 주소 획

득을 위해 상태 비보존형 주소 자동 설정(stateless address auto-configuration) 방법만을 제안한다. 종래의 비보존형 주

소 자동 설정 방법은 중복 주소 문제점이 있다. 또한, 비보존형 주소 자동 설정 방법이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 노드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지 아닌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므로, 트래픽이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 외부로 나가는 경우 및 요구형 라

우팅 프로토콜의 경우에 불필요한 경로 탐색에 의한 브로드캐스트 컨트롤 메시지의 오버헤드 등의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상위 계층(upper layer)에 의해 이용되고 있는 하나의 글로벌 주소가 네트워크

분할 등으로 인해 글로벌 주소와 관련된 게이트웨이가 그 글로벌 주소에 대한 루트 정보를 획득할 수 없더라고 상대 인터

넷 노드로부터 도달 가능하도록 하는 인터넷 연결성을 위한 확장 지원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의 인터넷 연결성을 위한 확장 지원 방법의 일

실시예는,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의 노드가 게이트웨이를 통해 인터넷 노드와 통신하도록 하는 인터넷 연결성을 위한 확장

지원 방법에 있어서, (a) 적어도 하나 이상의 게이트웨이로부터 글로벌 주소들을 상태보존형 방식으로 할당받는 단계; (b)

상기 할당받은 글로벌 주소들 중 유용한 하나 이상의 글로벌 주소를 선택하고, 상기 선택한 글로벌 주소를 포함하는 메시

지를 상기 인터넷 노드와의 통신에 참여중인 글로벌 주소를 할당한 게이트웨이로 전송하는 단계; 및 (c) 상기 인터넷 노드

와의 통신에 참여중인 글로벌 주소를 할당한 게이트웨이에 상기 메시지에 포함된 글로벌 주소가 터널링을 위한 소정의 위

치 주소로 등록되었다는 메시지를 전송받는 단계;를 포함한다.

등록특허 10-0639961

- 2 -



이로써, 현재 애드혹 네트워크에 할당되지 않은 글로벌 주소에 대한 불필요한 경로 탐색에 의한 브로드캐스트 컨트롤 메시

지의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으며, 네트워크 분할 등으로 인해 글로벌 주소를 할당한 게이트웨이가 그 글로벌 주소에 대한

루트 정보를 획득할 수 없더라도 상대 인터넷 노드로부터 도달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종단간 세션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이하에서,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의 인터넷 연결성을 위한 확장 지원 방법에 관

해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본 발명에 쓰이는 용어를 설명한다.

manet 노드는 Mobile Ad Hoc Network(이하, 'manet'이라 함)에 속한 게이트웨이가 아닌 노드를 가리킨다.

manet 프리픽스는 manet을 위해 할당된 전용 프리픽스를 가리킨다.

게이트웨이(gateway)는 인터넷 연결성을 위한 확장 지원(extended support for internet connectivity) 기법과 상태 보

존형 주소 자동 설정(stateful address auto-configuration) 기법을 지원하는 라우터로서, manet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인터넷과 manet 모두와 연결된다.

게이트웨이 멀티캐스트 주소(Manet_GW)는 manet에 있는 모든 게이트웨이에 대한 IPv6 글로벌 멀티캐스트 주소를 말한

다.

게이트웨이 정보(GW_INFO)는 게이트웨이의 글로벌 IP 주소(Internet_Global IP Address), 프리픽스 길이(Prefix Size)

및 수명(Lifetime)을 포함하는 정보이다.

할당 주소(Resolved Address)는 manet 노드에게 자동 할당된 글로벌 주소를 가리킨다. 이 주소는 게이트웨이에 의해 상

태 보존 또는 비보존 방식으로 할당된다.

게이트웨이 청구 메시지(GW_SOL)는 글로벌 주소가 갱신(refresh)될 필요가 있을 때, 적어도 하나 이상의 게이트웨이에

게 게이트웨이 정보(GW_INFO)를 청구하는 메시지이다.

게이트웨이 광고 메시지(GW_ADV)는 경로 정보와 상태 보존형 주소 자동 설정을 요구한 manet 노드에게 할당 주소

(resolved address)를 전달하는 메시지이다.

보호 주소(cared address)는 manet 노드에게 할당된 주소들 중 하나로서, 현재 진행중인 트랜스포트 계층(transport

layer) 세션의 송신자 주소(Source Address)로 사용되는 주소이다.

위치 주소(lcoator)는 maent 노드에게 할당된 주소들 중 하나로서, Mobile IPv6의 임시주소(CoA)와 같이, 보호 주소에게

확장된 도달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다.

위치 주소 등록(locator registration)은 보호 주소를 할당한 게이트웨이에서 manet 노드에게 할당된 글로벌 주소를 보호

주소에 대한 위치 주소로 등록하는 것을 나타낸다.

위치 주소 갱신 메시지(LOC_UPDATE)는 manet 노드가 위치 주소 등록을 위해 보호 주소를 할당한 게이트웨이에게 보내

는 메시지이다.

위치 주소 갱신 응답 메시지(LOC_UPDATE_REPLY)는 위치 주소 갱신 메시지를 보낸 manet 노드에게 위치 주소 갱신 메

시지에 포함된 위치 주소를 기초로 새로운 위치 주소가 성공적으로 등록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게이트웨이가 보내는 메시

지이다.

도 1은 게이트웨이 청구 메시지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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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을 참조하면, 게이트웨이 청구 메시지(100)는 타입(type) 필드(105), 플래그(flag) 필드(110 내지 140), 예약

(reserved) 필드(145), 홉 카운트(hop count) 필드(150), 청구 메시지 식별자(RREQ ID) 필드(155), 목적지 IP 주소

(destination IP address) 필드(160), 목적지 일련 번호(destination sequence number) 필드(165), 발신자 IP 주소

(originator IP address) 필드(170) 및 발신자 일련 번호(originator sequence number) 필드(175)로 구성된다.

타입(type) 필드(105)는 메시지가 게이트웨이 청구 메시지임을 나타낸다.

플래그 필드(110 내지 140)에는 I,S,J,R,G,D,U 필드를 포함한다.

I 필드(110)는 글로벌 주소 결정 플래그(Internet_Global Address Resolution Flag) 필드로서, IPv6 이동 애드혹 네트워

크의 글로벌 인터넷 연결성 지원을 위해 정의된 플래그이며, I 필드가 설정되어 있으면 메시지 발신자 노드(originator

node)가 글로벌 인터넷 연결성을 요구하는 것을 나타낸다.

S 필드(115)는 글로벌 주소 자동 설정 타입 플래그로서, 이 플래그가 1이면 상태보전형(stateful) 주소 자동 설정을 메시지

의 발신자가 요구함을 나타내고, 이 플래그가 0이면 상태비보존형(stateless) 주소 자동 설정을 메시지의 발신자가 요구함

을 의미한다. 주소 자동 설정을 요구할 때 I 플래그는 글로벌 인터넷 연결성을 요구하도록 설정된다.

J 필드(120)는 조인(join) 플래그로서, 멀티캐스트를 위하여 할당된 필드이다.

R 필드(125)는 수리(repair) 플래그로서, 멀티캐스트 위하여 할된된 필드이다.

G 필드(130)는 Gratuitous 게이트웨이 청구 메시지를 목적지 IP 주소 필드(160)로 특정되는 노드(또는 게이트웨이)에 유

니캐스트(unicast)해야 하는지를 나타낸다.

D 필드(135)는 오직 목적지 IP 주소 필드(160)로 특정되는 노드만이 이 게이트웨이 청구 메시지에 응답해야 하는지를 나

타낸다.

U 필드(140)는 목적지 일련 번호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를 나타낸다.

홉 카운트(Hop Count) 필드(150)는 발신자 IP 주소(Originator IP Address)로부터 게이트웨이 청구 메시지를 처리하는

노드로의 홉 수를 나타낸다.

청구 메시지 식별자(RREQ ID) 필드(155)는 다수의 게이트웨이 청구 메시지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게이트웨이 청구 메시

지마다 유일하게 할당된 순번(sequence number)를 나타낸다.

목적지 IP 주소(Destination IP Address) 필드(160)는 경로 설정 대상이 되는 목적지의 IP 주소를 나타낸다.

목적지 일련 번호(Destination Sequence Number) 필드(165)는 목적지로 향하는 어떤 루트에서 발신자가 가장 최근에 수

신된 일련 번호를 나타낸다.

발신자 IP 주소(Originator IP Address) 필드(170)는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의 프리픽스를 가지는 노드로서, 게이트웨이

청구 메시지를 발신하는 노드의 IP 주소를 나타낸다.

발신자 일련 번호(Originator Sequence Number) 필드(175)는 발신자로 향하는 루트(route) 엔트리에서 현재 사용중인

일련번호를 나타낸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게이트웨이 광고 메시지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게이트웨이 광고 메시지(200)는 타입(type) 필드(205), 플래그(flag) 필드(210 내지

220), 예약(reserved) 필드(225), 프리픽스 크기(Prefix Sz) 필드(230), 홉 카운트(hop count) 필드(235), 메시지 식별자

(GWADV ID) 필드(240), 게이트웨이 IP 주소(Gateway IP address) 필드(245), 경로 정보 일련번호(RT_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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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 Number) 필드(250), 경로 정보 수명(RT_INFO Lifetime) 필드(255), 게이트웨이 정보 일련번호(GW_INFO

Sequence Number) 필드(260), 게이트웨이 정보 수명(GW_INFO Lifetime) 필드(265) 및 할당 IP 주소(Resolved IP

Addredd) 필드(270)를 포함한다.

도 2에 도시된 게이트웨이 광고 메시지(200)는 타입(205), 플래그(210 내지 220), 예약 필드(225) 및 메시지 식별자(240)

를 제외한 필드들이 두 그룹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게이트웨이의 경로 정보(RT_INFO)이고 다른 하나는 게이트웨이

정보(GW_INFO)이다. 전자에는 프리픽스 크기(230), 홉 카운트(235), 게이트웨이 IP 주소(245), 경로 정보 일련 번호

(250) 및 경로 정보 수명(255)이 포함되며, 후자에는 프리픽스 크기(230), 게이트웨이 IP 주소(245), 게이트웨이 정보 일

련번호(260), 게이트웨이 정보 수명(265) 및 할당 IP 주소(270)가 포함된다.

타입(type) 필드(205)는 메시지가 본 발명에 따른 게이트웨이 광고 메시지인지를 구분한다.

플래그 필드(210 내지 220)에는 I,S,A 필드를 포함한다.

I 필드(210)는 글로벌 주소 결정 플래그(Internet-Global Address Resolution Flag) 필드로서, IPv6 이동 애드혹 네트워

크의 글로벌 인터넷 연결성 지원을 위하여 정의된 플래그이며, 메시지가 게이트웨이 정보(GW_INFO)를 포함하고 있는지

를 나타낸다.

S 필드(215)는 글보벌 주소 자동 설정 타입 플래그로서, 이 플래그가 1이면 상태보전형(stateful) 주소 자동 설정을 요청한

게이트웨이 청구 메시지에 응답함을 의미하고, 이 플래그가 0이면 상태비보존형(stateless) 주소 자동 설정을 요청한 게이

트웨이 청구 메시지 대해 응답함을 의미한다. 비요청 게이트웨이 광고 메시지는 주기적으로 브로드캐스트될 수 있다. 즉,

게이트웨이 광고 메시지는 게이트웨이 청구 메시지와 상관없이 브로드캐스트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이 플래그는 '0'으로

설정된다.

A 필드(220)는 승인요청 플래그를 나타낸다.

프리픽스 크기(Prefix Sz) 필드(230)는 프리픽스 크기가 0이 아니라면, 7비트의 프리픽스 크기 필드는 IETF RFC 3561의

RREP 메시지에서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또한 게이트웨이 광고 메시지에 포함된 게이트웨이 정보의 프리픽스를 결정하

기 위해 사용된다.

홉 카운트(Hop Count) 필드(235)는 발신자 IP 주소로부터 목적지 IP 주소로의 홉(hop)의 회수를 나타내며, 멀티캐스트

경로 요청의 경우에는 RFC 3561의 RREP를 보내는 멀티캐스트 트리 멤버에 대한 홉의 회수를 나타낸다.

메시지 식별자(GWADV ID) 필드(240)는 다수의 게이트웨이 광고 메시지를 구분하기 위하여 각각의 게이트웨이 광고 메

시지에 할당된 식별자를 나타낸다.

게이트웨이 IP 주소(Gateway IP Address) 필드(245)는 경로 정보와 게이트웨이 정보를 제공하는 게이트웨이 주소를 나

타낸다.

경로 정보 일련번호(RT_INFO Sequence Number) 필드(250)는 해당 경로와 관련된 목적지 일련번호를 나타낸다.

경로 정보 수명(RT_INFO Lifetime) 필드(255)는 게이트웨이 광고 메시지를 수신하는 노드가 해당 경로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다.

게이트웨이 정보 일련번호(GW_INFO Sequence Number) 필드(260)는 게이트웨이 정보와 관련된 일련번호를 나타낸다.

게이트웨이 정보 수명(GW_INFO Lifetime) 필드(265)는 게이트웨이 광고 메시지를 수신하는 노드가 해당 게이트웨이 정

보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다.

할당 IP 주소(Resolved IP Address) 필드(270)는 게이트웨이 청구 메시지에 대한 응신으로 게이트웨이 청구 메시지를 발

신한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 노드에게 할당하는 글로벌 주소를 나타낸다. 이 때, S 플래그는 1로 설정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위치 주소 갱신 메시지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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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위치 주소 갱신 메시지(300)의 포맷은 타입(type) 필드(305), 예약(reserved) 필드(310)

, 발신자 manet IP 주소(originator maner IP address) 필드(315), 위치 주소(locator) 필드(320), 등록 대상 게이트웨이

IP 주소(target gateway IP address) 필드(325), 일련번호(sequence number) 필드(330) 및 타임 스탬프(timestamp) 필

드(335)를 포함한다.

타입(type) 필드(305)는 위치 주소 갱신 메시지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된다.

발신자 manet IP 주소(Originator Manet IP Address) 필드(315)는 발신자 manet 노드의 IP 주소를 나타낸다.

위치 주소(Locator) 필드(320)는 Manet 노드가 할당받은 글로벌 주소 중 하나로서, 이동 IPv6의 임시 주소(Care of

Address:CoA)와 같이, 인터넷 노드에게 확장된 도달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다.

등록 대상 게이트웨이 IP 주소(Target Gateway IP Address) 필드(325)는 메시지의 최종 목적지 게이트웨이 주소를 나타

낸다. 일반적으로, 종전에 manet 노드와 통신하던 게이트웨이의 주소를 나타낸다.

일련 번호(Sequence Number) 필드(330)는 위치 주소 갱신 메시지의 일련번호를 나타낸다.

타임 스탬프(TimeStamp) 필드(335)는 메시지가 발신된 시간을 나타낸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위치 주소 갱신 응답 메시지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위치 주소 갱신 응답 메시지(400)는 타입(type) 필드(405), 예약(Reserved) 필드(410),

프리픽스 크기(Preifix Size) 필드(415), 발신자 Manet IP 주소 필드(Originator Manet IP Address) 필드(420), 위치 주

소(Locator) 필드(425), 일련번호(Sequence Number) 필드(430), 타임스탬프(TimeStamp) 필드(435), 게이트웨이 IP 주

소(Gateway IP Address) 필드(440), 게이트웨이 정보 일련번호(GW_INFO Sequnece Number) 필드(445), 게이트웨이

정보 수명(GW_INFO Lifetime) 필드(450) 및 할당 IP 주소(Resolved IP Address) 필드(455)를 포함한다.

위치 주소 갱신 응답 메시지(400)는 위치 주소 갱신 메시지(300)에 대한 응신으로, 위치 주소 등록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

음을 알리기 위해 사용된다.

타입(type) 필드(405)는 위치 주소 갱신 응답 메시지임을 나타낸다.

프리픽스 크기(Prefix Size) 필드(415)는 프리픽스 크기가 0이 아니라면, 7비트의 프리픽스 크기 필드는 RFC 3561의

RREP 메시지에서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또한 메시지에 포함된 게이트웨이 정보의 프리픽스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다.

발신자 Manet IP 주소(Originator Manet IP Address) 필드(420)는 발신자 Manet 노드의 주소를 나타낸다.

위치 주소(Locator) 필드(425)는 발신자에게 속하는 할당 주소를 나타내는 필드로서, Mobile IPv6의 임시주소(CoA)와

같이, 보호 주소에게 확장된 도달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다. 위치 주소 필드는 위치 주소 갱신 메시지에 의해 등록

된 위치 주소를 나타낸다.

일련번호(Sequence Number) 필드(430)는 이 메시지(400)에 의해 응답되는 위치 주소 갱신 메시지(300)의 일련번호를

나타낸다.

타임스탬프(TimeStamp) 필드(435)는 이 메시지에 의해 응답되는 위치 주소 갱신 메시지(300)의 타임스탬프를 나타낸다.

게이트웨이 IP 주소(Gateway IP Address) 필드(440)는 경로 정보와 게이트웨이 정보를 제공하는 게이트웨이의 주소를

나타낸다.

게이트웨이 정보 일련번호(GW_INFO Sequence Number) 필드(445)는 게이트웨이 정보와 관련된 일련번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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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웨이 정보 수명(GW_INFO Lifetime) 필드(450)는 게이트웨이 광고 메시지를 수신하는 노드가 해당 게이트웨이 정

보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다.

할당 IP 주소(Resolved IP Address) 필드(455)는 게이트웨이 광고 메시지에 대응하여 게이트웨이가 게이트웨이 광고 메

시지를 발신한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 노드에게 할당하는 글로벌 주소를 나타낸다. 이 때, S 플래그는 1로 설정된다.

이하에서, 인터넷 게이트웨이 및 manet 노드에 대해 살펴본다.

게이트웨이는 글로벌 주소를 할당한 manet 노드에 대한 정보를 manet 노드 캐쉬(manet node cache)에 유지한다.

manet 노드 캐쉬의 각 노드_엔트리(node_entry)는 글로벌 주소를 할당한 manet 노드의 주소(manet 프리픽스를 포함)를

나타내는 지역 주소(local_IP_address) 필드, 지역 주소를 갖는 manet 노드에게 할당한 글로벌 주소를 나태내는 글로벌

주소(global_IP_address) 필드 및 글로벌 주소의 만기 시간을 나타내는 만기 시간(addr_expire) 필드를 포함한다.

이 외에, 노드_엔트리는 위치 주소 갱신 메시지에 의해 지역 주소를 갖는 manet 노드에게 할당되는 글로벌 주소를 나타내

는 글로벌 주소(locator) 필드, 최종 수락된 위치 주소 갱신 메시지의 일련번호를 나타내는 일련번호(loc_last_seqno) 필

드, 위치 주소 만기 시간(loc_expire) 필드 및 위치 주소 서비스 만기 시간(loc_service_expire) 필드를 포함한다. 위치 주

소 서비스 만기 시간 필드는 글로벌 주소가 지역 주소를 갖는 manet 노드의 다른 글로벌 주소에 대한 위치 주소로 더 이상

이용되지 않을 시간을 나타낸다.

manet 노드는 인터넷 노드와 통신하기 위한 세션 주소인 보호 주소(care of address:CoA)주소를 위해 보내 위치 주소 갱

신 메시지에 대한 위치 주소 갱신 리스트(loc_update_list)를 유지한다. manet 노드는 위치 주소 갱신 응답 메시지를 수신

하면, 위치 주소 갱신 리스트를 참조하여 수신한 위치 주소 갱신 응답 메시지가 이전에 보낸 위치 주소 갱신 메시지에 대한

올바른 응답인지를 결정한다.

위치 주소 갱신 리스트는 최종 위치 주소 등록 시도에서 위치 주소로 사용된 manet 노드의 글로벌 주소의 리스트(locator_

list), 마지막으로 위치 주소 갱신 메시지를 보낸시간(loc_update_last_req_time), 위치 주소 등록 시도가 연기되는 시간을

나타내는 위치 주소 갱신 요청 만기 시간(loc_update_req_timeout), 마지막으로 보낸 위치 주소 갱신 메시지의 일련번호

(loc_update_last_seqno). 마지막 위치 주소 등록 시도가 성공적으로 응답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위치 주소 갱신 완료 플래

그(loc_update_completed), 마지막 위치 주소 등록에 의해 성공적으로 등록된 위치 주소를 나타내는 위치 주소(locator),

위치 주소의 만기 시간을 나타내는 완료된 위치 주소 등록의 만기 시간(loc_update_expire), 위치 주소의 재생이 지연될

시간을 나타내는 완료된 위치 주소 등록의 재생 지연 시간(loc_update_time_to_refresh)을 포함한다.

이 외에, manet 노드는 각 보호 주소 별로 비교적 최근의 위치 주소 등록의 왕복 시간의 히스토리에 대한 위치 주소 등록

왕복 시간 캐쉬(loc_update_rtt)를 유지한다. 이 캐쉬는 loc_update_list의 loc_update_req_timeout 계산을 위해 이용된

다. last_seqno 필드에는 수신한 위치 주소 갱신 응답 메시지의 일련 번호(last_seqno) 중 최대값이 기록된다.

이하에서, 본 발명에 따른 IPv6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의 인터넷 연결성의 확정 지원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를 위한 상태보존형 글로벌 주소 자동 설정 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Manet(Mobile Ad Hoc Network) 노드가 Manet 외부의 인터넷 노드와 통신하고자 할 때, 세션(session)의 송신자 주소로

이용할 글로벌 주소를 설정해야 한다. 인터넷 노드와 통신하기 위한 글로벌 주소가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의 토폴로지 변형

등으로 인해 더이상 가용하지 않을 경우에, IPv6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의 글로벌 인터넷 연결성 지원(Global

Connectivity for IPv6 Mobile AD Hoc Networks)을 위해, manet 노드(발신자 노드)는 목적지에 대해 경로 탐색를 위하

여 RFC 3561의 RREQ(Route Request) 메시지의 I 플래그와 S 플래그를 1로 설정함으로써 글로벌 주소 할당을 게이트웨

이에게 요청할 수 있다.

게이트웨이가 RREQ 메시지 또는 S 플래그가 1인 게이트웨이 청구 메시지(100)를 수신하면, 게이트웨이 청구 메시지의

발신자 주소(Originator IP Address)(170)에 해당하는 엔트리를 manet 노드 캐쉬(manet_node_cache)에서 찾는다.

manet 노드 캐쉬에 해당 엔트리가 없으면, 게이트웨이는 발신자 주소(170)에 대한 새로운 엔트리를 생성하고, 게이트웨이

자신에 의해 광고되는 프리픽스를 가진 주소를 새로운 글로벌 주소로 게이트웨이 청구 메시지 발신자 노드에게 할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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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게이트웨이는 새롭게 할당된 글로벌 주소를 발신자 노드를 위해 새로 생성한 엔트리의 글로벌 주소(global_IP_

address) 필드에 기록하고, 주소 만기 시간(addr_expire) 필드를 현재 시간에 글로벌 주소 수명(GLOBAL_IP_

LIFETIME)을 더한 값으로 설정한다.

manet 노드 캐쉬에 해당 엔트리가 있다면, 게이트웨이는 엔트리의 주소 만기 시간(addr_expire) 필드를 현재 시간에 글로

벌 주소 수명(GLOBAL_IP_LIFETIME)을 더한 값으로 업데이트한다.

그리고, 게이트웨이는 경로 정보(RT_INFO) 및 주소 할당을 요구하는 manet 노드(즉, 발신자 노드)에게 할당하는 글로벌

주소를 포함하는 게이트웨이 정보(GW_INFO)를 포함하는 게이트웨이 광고 메시지(200)를 글로벌 주소를 요청한 manet

노드(발신자 노드)로 전송한다.

글로벌 주소를 요청한 manet 노드가 게이트웨이 광고 메시지(200)를 수신하면, 게이트웨이 광고 메시지(200)에 포함된

할당 주소(Resolved IP Address) 필드(270)의 주소를 인터넷 노드와 통신하기 위한 글로벌 주소로 설정하고, 인터넷 노

드와 통신한다.

자동 설정된 글로벌 주소가 재생(refresh)이 필요하면, manet 노드는 I 및 S 플래그를 모두 1로 설정하고, 목적지 주소를

게이트웨이 멀티캐스트 주소(MANET_GW)로 설정한 게이트웨이 청구 메시지(100)를 게이트웨이로 전송한다.

글로벌 주소에 대한 재생이 필요한 경우에, 발신자 노드(manet 노드)가 글로벌 주소를 할당한 게이트웨이에 대한 유효한

경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IPv6 헤더의 목적지 주소를 게이트웨이로 하여 유니캐스트 게이트웨이 청구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게이트웨이 청구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트한다. 게이트웨이 청구 메시지(100)에 대한 응신인 게이트

웨이 광고 메시지(200)가 manet 노드로 전송 중에 버려질(drop) 수 있으므로, 받은 패킷을 통한 암시적 응답(implicit

acks)이 유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발명에 따른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의 인터넷 연결성을 위한 확장 지원 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본 발명에 따른 확장 지원 방법은, manet 노드에게 할당된 다른 글로벌 주소를 상위 계층(Upper Layer)에 의해 이용되고

있는 보호 주소(Cared Address)(즉, 인터넷 노드와의 통신을 위하여 할당된 글로벌 주소)에 대한 위치 주소로 등록함으로

써, 네트워크 분할(partition) 등으로 인해 게이트웨이가 보호 주소에 대한 호스트 루트(route) 정보를 획득할 수 없더라도

상대 인터넷 노드로부터 manet노드로 도달 가능하도록 향상된 인터넷 연결성을 manet에 제공한다. 세부 과정은 다음과

같다.

Manet 노드가 manet 외부의 인터넷 노드에게 패킷을 보내려고 할 때, 네트워크 분할 등으로 인해 목적지에 대한 호스트

경로 정보(host route information)를 얻을 수 없다면, manet 노드는 송신자 주소를 할당한 게이트웨이로 패킷을 보낸다.

이 때, 게이트웨이에 대한 유효한 경로 정보(valid route information)가 없으면, 패킷을 게이트웨이를 위한 경로 큐(gw_

rqueue)에 넣고, 게이트웨이에 대한 경로 탐색을 수행한다.

게이트웨이에 대한 경로 탐색을 수행할 때, 보호 주소(cared address)가 다른 보호 주소의 위치 주소로 사용 중이지 않다

면, 본 발명에 따른 확장 지원 방법의 위치 주소 등록이 시작된다. 이 조건은 위치 주소 등록에 의한 반복적인 우회(de-

touring)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글로벌 주소가 위치 주소로 사용되려면, 주소가 유효해야 하고, 주소를 할당한 게이트웨이

가 manet 노드로부터 도달가능해야 하며, 이전의 위치 주소 등록에 의해 보호받고 있지 않아야 된다. 이 중 마지막 조건도

위치 주소 등록에 의한 반복적인 우회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다수의 게이트웨이가 가용할 때, manet 노드는 다수의 글로벌 주소를 위치 주소 후보로 사용할 수 있다. manet 노드는 다

수의 글로벌 주소들 중 선택된 글로벌 주소를 기록한 위치 주소 필드,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유지하는 일련 번호로 설정된

일련 번호 필드, 위치 주소 갱신 메시지를 보내는 시간으로 설정된 타임스탬프 필드를 포함하는 위치 주소 갱신 메시지

(300)를 생성한 후 상기 선택된 글로벌 주소를 할당한 게이트웨이로 위치 주소 갱신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 때, 위치 주소

갱신 메시지의 IPv6 헤더의 송신자 주소(Source Address)와 수신자 주소(Destination Address)는 각각 위치 주소

(Locator)와 위치 주소를 할당한 게이트웨이이다.

위치 주소를 할당한 게이트웨이가 위치 주소 갱신 메시지(300)를 수신하고, 위치 주소가 다른 위치 주소에 의해 보호 받고

있지 않다면, 게이트웨이는 manet 노드 캐쉬(manet_node_cache)의 해당 노드 엔트리의 위치 주소 서비스 만기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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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_servie_expire)을 현재 시간에 위치 주소 서비스 수명(LOC_SERIVE_LIFETIME)을 더한 시간으로 업데이트한다.

위치 주소가 다른 위치 주소에 의해 보고 받고 있다면, 게이트웨이는 위치 주소 등록에 의한 반복적인 우회을 예방하기 위

해 위치 주소 갱신 메시지는 그냥 버려진다.

다음으로, 위치 주소를 할당한 게이트웨이는 위치 주소 갱신 메시지(300)의 IPv6 헤더의 목적지 주소를 등록 대상 게이트

웨이 IP 주소(Target Gateway IP Address)(325)로 변경한 후, manet 라우팅 테이블을 참조하지 않고, 포워딩한다. 여기

서 등록 대상 게이트웨이 IP 주소는 인터넷 노드와의 통신을 위한 글로벌 주소인 보호 주소를 할당한 게이트웨이의 IP 주

소이다.

그리고 나서, 보호 주소를 할당한 게이트웨이가 위치 주소를 할당한 게이트웨이로부터 위치 주소 갱신 메시지(300)를 수

신하면, manet 노드 캐쉬의 해당 엔트리의 위치 주소 서비스 만기 시간(loc_service_expire) 필드를 참조해서, 보호 주소

가 다른 보호 주소를 위한 위치 주소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만약 그렇다면, 위치 주소 등록에 의한 반복적인 우회을

예방하기 위해 메시지는 그냥 버려진다. 그렇지 않다면, 마지막으로 위치 등록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위치 주소 갱신 메시

지에 의해 기록된 노드 엔트리의 loc_last_seqno와 수신한 위치 주소 갱신 메시지의 일련 번호를 비교한다.

수신한 위치 주소 갱신 메시지(300)의 일련 번호가 더 크면, 게이트웨이는 위치 주소 등록을 받아들이고 엔트리의 위치 주

소(locator)와 위치 주소 만기 시간(loc_expire) 등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한다. 수신한 위치 주소 갱신 메시지(300)의 일련

번호가 더 크지 않다면, 수신한 위치 주소 갱신 메시지는 그냥 버려진다. 게이트웨이가 위치 주소 갱신 메시지(300)를 받아

들이면, 게이트웨이는 위치 주소 갱신 응답 메시지(400)로 응답하는데, 위치 주소 갱신 응답 메시지(400)는 위치 주소 갱

신 메시지(300)로부터 복사한 필드와 게이트웨이 정보(GW_INFO)를 위한 필드를 포함한다.

위치 주소 갱신 메시지(300)를 보낸 Manet 노드가 위치 주소 갱신 응답 메시지(400)를 수신하면, 마지막으로 보낸 위치

주소 갱신 메시지(300) 중 하나에 대한 올바른 응답인지를 수신한 위치 주소 갱신 응답 메시지(400)의 일련 번호와 임시

주소의 loc_update_last_seqno와 비교하여 확인하고, 임시 주소의 loc_update_list에서 받은 메시지의 위치 주소에 해당

하는 엔트리가 있는지 확인한다.

위치 주소 갱신 응답 메시지(400)가가 위치 주소 등록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는 것을 알리면, manet 노드는 보호 주소

의 loc_update_cache를 위치 주소 등록의 성공으로, 캐쉬의 loc_update_expire와 loc_expire_time_to_refresh를 업데

이트한다. 그렇지 않다면, 위치 주소 갱신 응답 메시지는 버려진다. Manet 노드는 위치 주소 등록의 왕복 시간의 히스토리

에 대한 위치 주소 등록 왕복 시간 캐쉬(loc_update_rtt)를 유지한다. 이 캐쉬는 loc_update_list의 loc_update_req_

timeout 계산을 위해 이용된다. 이 캐쉬를 도입하는 이유는 manet 노드가 캐쉬 정보를 이용해서 loc_update_req_

timeout를 추정하고 동적으로 보정하기 위해서이다. Manet 노드는 위치 주소 갱신 응답 메시지를 받으면, loc_update_rtt

캐쉬의 최종 일련 번호보다 메시지의 일련 번호가 더 크면, 현재 시간에서 메시지의 타임스탬프를 뺀 왕복 시간을 캐쉬에

저장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르면 성공적인 위치 주소 등록을 위한 과정을 수행한 후, 게이트웨이는 전달할 패킷의 목적지 주소(보

호 주소)에 대한 유효한 경로 정보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라도, 위치 주소 등록 정보가 유효한 동안 등록된 위치 주소를 외

부 헤더의 목적지 주소로 하는 IPv6-IPv6 터널링에 의해 위치 주소를 할당한 게이트웨이를 경유하여 전달할 수 있고,

Manet 노드는 보낼 패킷의 IPv6 헤더의 송신자 주소를 할당한 게이트웨이에 대한 경로 정보를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위치

주소 등록과 위치 주소를 할당한 게이트웨이로의 경로 정보가 유효한 동안 IPv6-IPv6 터널링으로 패킷을 보낼 수 있다.

이 때, 외부 헤더(outer header)의 송신자/목적지 주소를 위치 주소/내부 헤더의 목적지 주소로 한다.

Manet 의 특성상, 게이트웨이는 위치 주소 갱신 메시지(300)를 받아들여서 요청한 노드의 노드 엔트리를 업데이트했더라

도, 응답하는 위치 주소 갱신 응답 메시지가 요청한 manet 노드에게 전달되는 도중에 버려질 수 있기 때문에, 게이트웨이

로부터 터널되는 패킷에 의한 암시적 응답이 유용할 수 있다. 만약 게이트웨이가 "ICMPv6 Destination Unreachable" 메

시지를 받으면, manet 노드 캐쉬에 있는 해당 엔트리의 위치 주소를 무효화한다.

본 발명에 따른 확장 지원 기법은 Mobile IPv6의 이동 노드가 manet의 멀티-홉 경로(path)를 하나의 가상 링크로 사용하

여 인터넷으로부터 도달 가능성(reachability)을 유지할 경우 유용하다. 왜냐 하면, 현재 임시주소(Care-of-

Address:CoA)에 해당하는 게이트웨이가 더 이상 도달 가능하지 않을 경우라도, 현재 CoA가 인터넷으로부터 도달 가능하

게 함으로써, 다른 CoA로 언제 BU(Binding Update)를 수행해야 할지를 효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확장 지원 기법

은 Mobile IPv6로부터 manet의 빈번한 토폴로지 변화를 감춤으로써, BU의 시그널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

도 5 및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연결성을 위한 확장 지원 방법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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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 및 도 6을 참조하면, src노드(500)가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의 분할 등에 의한 토폴리지 변화로 인해 GW1(510)에 대

한 경로 정보를 아직 획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반대로 GW1(510)이 Src 노드(500)에 대한 경로를 획득하지 못했을 때),

src 노드(500)는 GW1(510)에 의해 할당받은 현재 세션에 사용중인 주소(보호주소) Pf1:Iid에 대한 후보 위치 주소로서,

GW2(520) 및 GW3(530)로부터 할당 받은 주소인 Pf2:Iid와 Pf3:Iid를 선택하여 각각에 대해 위치 주소 갱신 메시지를 보

냄으로써, 위치 주소 등록을 시도한다. GW1(510)은 Src노드(500)가 보낸 위치 주소 갱신 메시지(300) 중 먼저 받은 것으

로 위치 등록을 수행한다.

도 5에서는, 위치 주소 Pf2:Iid를 포함한 위치 주소 갱신 메시지(300)에 의해 위치 주소 등록을 수행하고 위치 주소 갱신 응

답 메시지(400)로 응답한다. 일단, 위치 주소 등록이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에는 도 6과 같이 종단간 통신은 계속된다. 즉,

GW1(610)은 보호 주소 Pf1:Iid로 향하는 패킷들을 위한 유효한 경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더라도, 등록된 위치주소 Pf2:Iid

(620)로 터널링하여 포워딩할 수 있다. 그리고, src노드(600)도 GW1(610)에 대한 유효한 경로 정보를 획득하지 못하더라

도, 등록된 위치주소를 외부 헤더의 송신자 주소로 사용한 터널링을 통해 인터넷 노드에게 패킷을 전송할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연결성을 위한 확장 지원 방법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manet)의 노드는 하나 이상의 게이트웨이로부터 글로벌 주소를 할당받는다(S700). 구체적으로,

manet 노드는 게이트웨이 청구 메시지(100)를 이용하여 다수의 게이트웨이에게 글로벌 주소 할당을 요구하고, 게이트웨

이는 게이트웨이 광고 메시지(200)를 통하여 글로벌 주소를 manet 노드로 전송한다. manet 노드에게 할당된 글로벌 주소

는 일정한 주기로 갱신되며, 이 때, manet 노드는 게이트웨이 청구 메시지(100)를 이용하여 글로벌 주소 갱신과정을 수행

한다.

manet 노드는 할당된 글로벌 주소 중 하나를 통해 인터넷 노드와 통신한다. manet 노드 또는 게이트웨이의 이동 등으로

인해 링크가 단절되면, manet 노드는 전에 할당받은 글로벌 주소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선택하고 선택한 각각의 글로벌

주소를 포함하는 각각의 위치 주소 갱신 메시지를 생성하여 각각의 글로벌 주소를 할당한 게이트웨이로 위치 주소 갱신 메

시지(300)를 전송한다(S710).

manet 노드가 전송한 위치 주소 갱신 메시지(300)를 수신한 게이트웨이는 그 메시지(300)를 인터넷 노드와 통신하기 위

한 글로벌 주소인 보호 주소를 할당한 게이트웨이로 전송한다.

보호 주소를 할당한 게이트웨이는 위치 주소 갱신 메시지(300)를 수신하고, 위치 주소 갱신 메시지(300)에 포함된 글로벌

주소를 터널링을 위한 위치 주소로 등록한다(S720).

보호 주소를 할당한 게이트웨이는 위치 주소를 등록한 후에 위치 주소 갱신 응답 메시지(400)를 생성하여 위치 주소 갱신

을 요구한 manet 노드로 전송한다. 이로써, 인터넷 노드로부터 전송된 패킷이 위치 주소를 이용한 터널링을 통해 manet

노드로 전송된다.

본 발명은 또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컴퓨터가 읽

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장치를 포함한다. 컴

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플로피디스크, 광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있

으며, 또한 캐리어 웨이브(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전송)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되어 분산방식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가 저장되고 실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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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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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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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상태보존형 글로벌 주소 자동 설정 기법에 따르면, manet 노드 사이 뿐만 아니라 manet 노드와 manet 노드가

아닌 이동 노드 간의 중복 주소 검출(DAD)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게이트웨이는 manet 내부에서 적용 가능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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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 기법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중복된 manet 주소를 가진 노드에게 동일한 글로벌 주소를 설정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

다. manet 노드와 manet 노드가 아닌 이동 노드 사이는, 게이트웨이가 manet_node_cache에 있는 유효한 엔트리에 해당

하는 manet 노드들에 대해서 이웃 탐색 프록시(neighbor discovery proxy:NDP)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게이

트웨이가 IPv6 헤더의 목적지 주소가 manet 노드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므로, 트래픽이 manet 외부로 나

가는 경우 및 요구형 라우팅 프로토콜의 경우, 불필요한 경로 탐색에 의한 브로드캐스트 컨트롤 메시지의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요구형 위치 주소 등록 기법에 의해, 네트워크 분할 등으로 인해 글로벌 주소를 할당한 게이트웨이가 그

글로벌 주소에 대한 루트 정보를 획득할 수 없더라도 상대 인터넷 노드로부터 도달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종단간 세션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 그리고, Mobile IPv6의 이동 노드가 manet의 멀티-홉 경로(path)를 하나의 가상 링크로 사용하여

인터넷으로부터 도달 가능성(reachability)를 유지할 경우, 현재 임시 주소(Care-of-Address:CoA)를 할당한 게이트웨이

가 더 이상 도달 가능하지 않더라도, CoA가 인터넷으로부터 도달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른 CoA로 언제 BU(Binding

Update)를 수행해야 할지를 효과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manet의 빈번한 토폴로지 변화를 감춤으로써, BU의 시그널 오

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의 노드가 게이트웨이를 통해 인터넷 노드와 통신하도록 하는 인터넷 연결성을 위한 확장 지원 방법

에 있어서,

(a) 적어도 하나 이상의 게이트웨이로부터 글로벌 주소들을 상태보존형 방식으로 할당받는 단계;

(b) 상기 할당받은 글로벌 주소들 중 유용한 하나 이상의 글로벌 주소를 선택하고, 상기 선택한 글로벌 주소를 포함하는 메

시지를 상기 인터넷 노드와의 통신에 참여중인 글로벌 주소를 할당한 게이트웨이로 전송하는 단계; 및

(c) 상기 인터넷 노드와의 통신에 참여중인 글로벌 주소를 할당한 게이트웨이에 상기 메시지에 포함된 글로벌 주소가 터널

링을 위한 소정의 위치 주소로 등록되었다는 메시지를 전송받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애드혹 네트워

크의 인터넷 연결성을 위한 확장 지원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a1) 글로벌 주소 할당을 요청하는 게이트웨이 청구 메시지를 브로드개스트하는 단계; 및

(a2) 상기 게이트웨이 청구 메시지에 대해 하나 이상의 게이트웨이로부터 글로벌 주소를 포함하는 게이트웨이 광고 메시

지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의 인터넷 연결성을 위한 확장 지원 방법.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a1) 단계는 상기 게이트웨이 청구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발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의 인터넷 연결성을 위한 확장 지원 방법.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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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에 있어서,

상기 (a1) 단계는 글로벌 인터넷 연결성을 요구하는 것을 나타내는 필드, 상기 인터넷 연결성을 요구하는 노드의 발신자

주소 필드를 포함하는 게이트웨이 청구 메시지를 발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의

인터넷 연결성을 위한 확장 지원 방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상기 선택한 글로벌 주소를 할당한 게이트웨이를 경유하여 상기 인터넷 노드와 통신하기 위한 글로벌 주

소인 보호 주소를 할당한 게이트웨이로 상기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애드혹 네트워

크의 인터넷 연결성을 위한 확장 지원 방법.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상기 경유 게이트웨이에 상기 메시지를 보낸 노드의 다른 글로벌 주소가 위치 주소로 이미 등록되어 있다

면, 상기 메시지는 상기 경유 게이트웨이에서 버려지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의 인

터넷 연결성을 위한 확장 지원 방법.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d) 상기 인터넷 노드로부터 전송된 패킷이 상기 인터넷 노드와의 통신에 참여중인 글로벌 주소를 할당한 게이트웨이 및

상기 등록된 위치 주소를 할당한 게이트웨이를 경유하여 수신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의 인터넷 연결성을 위한 확장 지원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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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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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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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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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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