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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휴대 인터넷 시스템 및 그 시스템에서 단말의 핸드오프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본 발명에 따른 휴대 인터넷 시스템 및 그 시스템에서 단말의 핸드오프 방법에 따르면, 예측된 이동 방향의 주변

에 위치한 기지국들로부터 IP주소를 할당받아 핸드오프 시 발생될 수 있는 데이터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고, mSCTP

(mobile Stream Control Transport Protocol)의 멀티 스트리밍을 이용하여 한 세션에 여러 개의 스트림을 통해 데이터를

송수신 함으로써 하나의 스트림으로만 실시간 비디오, 텍스트, 이미지를 전송하는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병목현상을 방지

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지연 없이 송수신할 수 있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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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 단말의 핸드오프 장치에 있어서,

임의의 IP 주소로 상대방 단말과 통신 중인 상기 단말의 현재위치를 이용하여 이동방향을 예측하고, 상기 예측된 이동방향

의 주변에 위치한 적어도 하나의 기지국들의 서비스 지역에 진입함에 따라 IP 주소의 할당을 요청하는 커넥션 처리부; 와

상기 서비스 지역에 진입한 기지국들로부터 할당된 적어도 하나의 IP 주소를 상대방 단말로 전송하고, 상기 할당된 적어도

하나의 IP 주소를 할당한 기지국들 중 임의의 기지국으로 핸드오프 함에 따라 상기 임의의 기지국에서 할당된 IP 주소로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상대방 단말에 요청하는 핸드오프 처리부를 포함하는 단말의 핸드오프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커넥션 처리부는,

상기 단말 주변에 위치한 적어도 셋 이상의 기지국으로부터 제공된 위치정보로부터 삼각측량을 통해 상기 단말의 현재위

치를 파악하거나, 적어도 셋 이상의 위성으로부터 수신되는 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단말의 현재위치를 파악하는 단말의 핸

드오프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커넥션 처리부는,

상기 단말의 현재위치 및 설정된 시간 동안에 상기 단말의 이전 위치들을 이용하여 상기 단말의 이동방향을 예측하는 단말

의 핸드오프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커넥션 처리부는,

mSCTP(mobile Stream Control Transport Protocol)의 멀티 호밍(multi-homing)을 이용하여 상기 서비스 지역에 진입

한 기지국들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IP 주소를 할당받아 해당 기지국들과 커넥션을 유지하는 단말의 핸드오프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핸드오프 처리부는,

상기 단말이 상기 할당된 적어도 하나의 IP 주소를 할당한 기지국들 중 임의의 기지국으로 핸드오프 함에 따라 상대방 단

말로 상기 임의의 IP 주소를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단말의 핸드오프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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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 단말의 핸드오프 방법에 있어서,

임의의 IP 주소로 상대방 단말과 통신 중인 상기 단말의 현재위치를 이용하여 이동방향을 예측하는 단계;

상기 예측된 이동방향의 주변에 위치한 적어도 하나의 기지국들의 서비스 지역에 진입함에 따라 IP 주소의 할당을 요청하

고, 상기 서비스 지역에 진입한 기지국들로부터 할당된 적어도 하나의 IP 주소를 상대방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할당된 적어도 하나의 IP 주소를 할당한 기지국들 중 임의의 기지국으로 핸드오프 함에 따라 상기 임의의 기지국에서

할당된 IP 주소로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상대방 단말에 요청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단말의 핸드오프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의 현재위치를 이용하여 이동방향을 예측하는 단계에서,

상기 단말의 현재위치는, 상기 단말 주변에 위치한 적어도 셋 이상의 기지국으로부터 제공된 위치정보로부터 삼각측량을

통해 파악되거나, 적어도 셋 이상의 위성으로부터 수신되는 신호를 이용하여 파악되는 단말의 핸드오프 방법.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의 현재위치를 이용하여 이동방향을 예측하는 단계에서,

상기 단말의 이동방향은, 상기 단말의 현재위치 및 설정된 시간 동안에 상기 단말의 이전 위치들을 이용하여 예측되는 단

말의 핸드오프 방법.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지역에 진입한 기지국들로부터 할당된 적어도 하나의 IP 주소를 상대방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는,

mSCTP(mobile Stream Control Transport Protocol)의 멀티 호밍(multi-homing)을 이용하여 상기 서비스 지역에 진입

한 기지국들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IP 주소를 할당받아 해당 기지국들과 커넥션을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단말의 핸드

오프 방법.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임의의 기지국에서 할당된 IP 주소로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상대방 단말에 요청하는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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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단말이 상기 할당된 적어도 하나의 IP 주소를 할당한 기지국들 중 임의의 기지국으로 핸드오프 함에 따라 상대방 단

말로 상기 임의의 IP 주소를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단말의 핸드오프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휴대 인터넷(Wireless Broadband Internet)시스템 및 그 시스템에서 단말의 핸드오프 방법에 관한 것이다.

휴대 인터넷(Wireless Broadband Internet) 시스템은 노트북(notebook), 개인 휴대용 정보 단말(Personal Digital

Assistant), 스마트 폰 등과 같은 단말이 정지 및 이동 중(시속 60Km이상), 언제, 어디서나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

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휴대용 인터넷 시스템에서 단말은 상대방 단말과 통신을 위해 현재 접속한 기지국의 서비스 지역(cell boundary)

을 벗어나는 경우, 상대방 단말(예를 들어, 스마트 폰, 노트북, 데스크 탑, 서버 등)과의 통신을 중단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지국으로 핸드오프(hand off)를 수행한다.

이하에서, 도 1을 참조하여 휴대용 인터넷 시스템에서 단말의 핸드오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말(Mobile Subscriber Station; 이하, "MSS"라 칭함)(100)은 기지국(Radio Access Station;

이하, “RAS"이라 칭함) 1(102)의 서비스 지역에서 RAS 2(104)의 서비스 지역으로 이동 중에 RAS 1(102)을 통해 상대방

단말(110)과 통신을 수행하게 된다.

즉, MSS(100)는 RAS 1(102)에서 RAS 2(104)로 화살표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RAS 1(102)을 통해 상대방 단말

(110)과 통신을 수행하게 된다.

이때, MSS(100)는 RAS 1(102)로부터 할당받은 IP 주소 예를 들어 “1.1.1.1”을 이용하여 상대방 단말(110)과 통신을 수

행한다.

이후, MSS(100)는 RAS 1(102)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의 크기가 설정된 크기 이하인 경우에 상대방 단말(110)과의 통신을

중단 없이 수행하기 위해, RAS 2(104)로 핸드오프를 요청하고, RAS 2(104)로의 핸드오프 수행정보를 RAS 1(102)에 제

공한다.

RAS 1(102)은 MSS(100)의 RAS 2(104)로의 핸드오프 수행정보를 액세스 컨트롤 라우터(Access Control Router;이

하,“ACR"이라 칭함) 1(106)에 제공한다.

이에, ACR 1(106)은 MSS(100)의 RAS 2(104)로의 핸드오프 수행정보를 수신한 이후부터 상대방 단말(110)로부터 수신

된 MSS(100)로 전송될 데이터를 큐잉(queuing)한다.

RAS 2(104)는 MSS(100)로부터의 핸드오프 요청에 따라 IP 주소를 할당하여 MSS(100)에 전송하고, ACR 2(108)를 통해

상대방 단말(110)로 MSS(100)의 새로운 IP 주소를 전송한다. 이로써, MSS(100)의 RAS 2(104)로의 핸드오프가 완료되

는 것이다.

여기서, MSS(100)에 할당된 IP 주소를 "2.2.2.1"이라 하기로 한다.

즉, MSS(100)는 핸드오프가 완료된 후에 IP 주소 "2.2.2.1"을 가지고 RAS 2(108)를 통해 상대방 단말(110)과 통신을 수

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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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RAS 2(104)는 MSS(100)의 핸드오프 완료정보를 ACR 2(108)를 통해 ACR 1(106)로 전송한다.

ACR 1(106)은 MSS(100)의 핸드오프 완료정보를 수신함에 따라 MSS(100)의 RAS 2(104)로 핸드오프가 완료되기 전까

지 상대방 단말(110)로부터 수신된 데이터 및 MSS(100)의 핸드오프 전 주소 “1.1.1.1”로 수신되는 데이터를 게이트웨이

(WiBro Gateway)를 통해 ACR 2(108)로 전송한다. 이러한 데이터 전송과정을 아이피 터널링(IP Tunneling) 이라고도 한

다.

ACR 2(108)는 아이피 터널링을 통해 ACR 1(106)로부터 수신된 핸드오프 전 상대방 단말(110)로부터 수신된 데이터 및

MSS(100)의 핸드오프 전 주소 “1.1.1.1”로 수신된 데이터를 RAS 2(104)를 통해 MSS(100)로 전송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MSS(100)와 상대방 단말(110)은 하나의 커넥션(connection)에 하나의 세션(session)을 맺어 서로 간

에 통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MSS(100)는 상대방 단말(110)로부터 텍스트, 이미지, 실시간 데이터(음성, 비디오) 등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수신하는 도중, 텍스트 데이터나 다른 비실시간 데이타로 인해 병목(bottleneck)이 발생한 경우에 실시간 데이터를 정상적

으로 수신할 수 없게 된다.

즉, MSS(100)는 상대방 단말(110)과 세션을 이루면 데이터의 QoS(Quality of Services)와 상관없이 모든 데이터가 하나

의 세션 스트림을 통해 전송된다. 따라서 비실시간 데이터의 병목 현상으로 인하여 실시간 데이터가 손실 되는 현상이 일

어난다.

또한, MSS(100)는 RAS 1(102)에서 RAS 2(104)로 핸드오프가 이루어진 후, 핸드오프가 시작된 후부터 완료되기 전까지

상대방 단말(110)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ACR 1(106)의 아이피 터널링을 통해 수신하게 된다.

이에 따라, MSS(100)의 핸드오프가 완료되기 전까지 ACR 1(106)에 저장된 데이터가 실시간 데이터인 경우에 이를 MSS

(100)가 핸드오프 완료 후에 수신 시에는 쓸모 없는 데이터로 변모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리고, ACR 1(106)은 MSS(100)의 핸드오프가 완료되기 전까지 상대방 단말(110)로부터 전송된 데이터 및 MSS(100)

의 핸드오프 전 주소 “1.1.1.1”로 수신된 데이터를 ACR 2(108)로 전송하기 위한 하드웨어(hardware)구성 및 하드웨어

구성의 동작에 필요한 소프트웨어(software)를 구비하여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한편, MSS(100)는 접속 중인 RAS에서 수신되는 신호의 크기가 설정된 크기 이하인 경우에 핸드오프를 위해 접속 가능한

RAS를 스캐닝(scanning)하고, 스캐닝 하여 핸드오프 할 RAS로부터 새로운 IP 주소를 할당받는다.

그런데, MSS(100)가 새로이 핸드오프 할 RAS를 스캐닝하고, 핸드오프 할 RAS로부터 새로운 IP 주소를 할당받기 전 까지

상대방 단말(110)과 통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동 중인 방향을 예측하고, 예측된 방향의 주변에 위치한

기지국들로부터 IP주소를 할당받아 최적의 핸드오프 시기를 산출하여 핸드오프를 수행하는 휴대 인터넷 시스템 및 그 시

스템에서 단말의 핸드오프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른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 단말의 핸드오프 장치는, 임의의 IP 주소로

상대방 단말과 통신 중인 상기 단말의 현재위치를 이용하여 이동방향을 예측하고, 상기 예측된 이동방향의 주변에 위치한

적어도 하나의 기지국들의 서비스 지역에 진입함에 따라 IP 주소의 할당을 요청하는 커넥션 처리부; 와 상기 서비스 지역

에 진입한 기지국들로부터 할당된 적어도 하나의 IP 주소를 상대방 단말로 전송하고, 상기 할당된 적어도 하나의 IP 주소

를 할당한 기지국들 중 임의의 기지국으로 핸드오프 함에 따라 상기 임의의 기지국에서 할당된 IP 주소로 데이터를 전송하

도록 상대방 단말에 요청하는 핸드오프 처리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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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커넥션 처리부는, 상기 단말 주변에 위치한 적어도 셋 이상의 기지국으로부터 제공된 위치정보로부터 삼각측량을 통

해 상기 단말의 현재위치를 파악하거나, 적어도 셋 이상의 위성으로부터 수신되는 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단말의 현재위치

를 파악한다.

상기 커넥션 처리부는, 상기 단말의 현재위치 및 설정된 시간 동안에 상기 단말의 이전 위치들을 이용하여 상기 단말의 이

동방향을 예측한다.

상기 커넥션 처리부는, mSCTP(mobile Stream Control Transport Protocol)의 멀티 호밍(multi-homing)을 이용하여

상기 서비스 지역에 진입한 기지국들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IP 주소를 할당받아 해당 기지국들과 커넥션을 유지한다.

상기 핸드오프 처리부는, 상기 단말이 상기 할당된 적어도 하나의 IP 주소를 할당한 기지국들 중 임의의 기지국으로 핸드

오프 함에 따라 상대방 단말로 상기 임의의 IP 주소를 삭제하도록 요청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른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 단말의 핸드오프 방법은, 임의의 IP 주소로

상대방 단말과 통신 중인 상기 단말의 현재위치를 이용하여 이동방향을 예측하는 단계; 상기 예측된 이동방향의 주변에 위

치한 적어도 하나의 기지국들의 서비스 지역에 진입함에 따라 IP 주소의 할당을 요청하고, 상기 서비스 지역에 진입한 기

지국들로부터 할당된 적어도 하나의 IP 주소를 상대방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할당된 적어도 하나의 IP 주소를 할

당한 기지국들 중 임의의 기지국으로 핸드오프 함에 따라 상기 임의의 기지국에서 할당된 IP 주소로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상대방 단말에 요청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단말의 현재위치를 이용하여 이동방향을 예측하는 단계에서, 상기 단말의 현재위치는, 상기 단말 주변에 위치한 적어

도 셋 이상의 기지국으로부터 제공된 위치정보로부터 삼각측량을 통해 파악되거나, 적어도 셋 이상의 위성으로부터 수신

되는 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단말의 현재위치를 파악될 수 있다.

상기 단말의 현재위치를 이용하여 이동방향을 예측하는 단계에서, 상기 단말의 이동방향은, 상기 단말의 현재위치 및 설정

된 시간 동안에 상기 단말의 이전 위치들을 이용하여 예측될 수 있다.

상기 서비스 지역에 진입한 기지국들로부터 할당된 적어도 하나의 IP 주소를 상대방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는, mSCTP

(mobile Stream Control Transport Protocol)의 멀티 호밍(multi-homing)을 이용하여 상기 서비스 지역에 진입한 기지

국들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IP 주소를 할당받아 해당 기지국들과 커넥션을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임의의 기지국에서 할당된 IP 주소로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상대방 단말에 요청하는 단계는, 상기 단말이 상기 할당된

적어도 하나의 IP 주소를 할당한 기지국들 중 임의의 기지국으로 핸드오프 함에 따라 상대방 단말로 상기 임의의 IP 주소

를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휴대 인터넷 시스템 및 그 시스템에서 단말의 핸드오프 방법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

한다.

또한,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비록 다른 도면에 속하더라도 동일한 구성요소에는 동일한 부호를 부여하였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도 2은 본 발명에 따른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 MSS의 핸드오프과정에 대한 일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MSS(300)는 이동 중에 설정된 주기마다 자신의 위치 및 이동방향을 파악한다. 이때, MSS(300)

는 IP 주소 “1.1.1.1”을 이용하여 RAS 32(304)를 통해 상대방 단말(310)과 통신을 수행하고 있다.

MSS(300)는 이동 중에 설정된 주기마다 수행하는 자신의 위치를 삼각 측정(triangulation) 또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을 이용하여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삼각 측정을 통한 MSS의 위치 파악과정에 대해서 도 3을 참조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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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MSS(400)는 화살표의 방향으로 이동 중에 삼각측량(triangulation)을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게 된다.

즉, MSS(400)는 이동 중에 주변의 RAS들(402, 404, 406)로부터 제공되는 RAS들(402, 404, 406)의 위치정보로부터 자

신의 위치를 파악하게 된다.

MSS(400)의 상세 구성에 대해서는 도 5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한편, GPS를 이용한 MSS의 위치 파악과정에 대해서 도 4를 참조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MSS(500)는 자신과 위성

(satellite)들(502, 504, 506)간 거리를 각각 계산하고, 각각 계산된 거리들로부터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게 된다.

이때, MSS(500)는 위성들(502, 504, 506)로부터 발생된 신호를 수신하기 위해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장치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GPS 장치를 구비한 MSS(500)의 상세 구성에 대해서는 도 7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MSS(300)는 삼각 측정이나 GPS를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설정된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와

시간을 이용하여 이동속도를 계산한다. 그리고, MSS(300)는 설정된 주기마다 파악되는 자신의 위치 및 이전 위치를 토대

로 이동방향을 예측한다.

MSS(300)는 설정된 주기마다 자신의 위치, 이동방향 및 속도를 파악하고, MSS(300)와 근접한 RAS들로부터 RAS의 위치

정보를 제공받는다.

MSS(300)는 근접한 RAS들로부터 제공된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IP 주소를 할당받을 RAS들을 미리 예측한다. 이

때, 미리 예측된 RAS를 RAS 34(306)이라 가정한다.

MSS(300)는 미리 예측된 RAS 34(306)로부터 새로운 IP 주소 "2.2.2.1"을 할당받고, 할당받은 새로운 IP 주소를 주소추

가 메시지에 포함시켜 RAS 32(304) 및 ACR 30(302)을 통해 상대방 단말(310)로 전송한다.

즉, MSS(330)는 RAS 32(304)의 서비스 지역 내의 ①의 위치에서 RAS 32(304)의 서비스 지역과 RAS 34(306)의 서비스

지역이 중첩된 지역 내의 ②의 위치로 이동하는 경우에 RAS 34(306)로부터 IP 주소 "2.2.2.1"을 할당받고, 할당받은 IP 주

소 "2.2.2.1"을 주소추가 메시지에 포함시켜 RAS 32(304) 및 ACR 30(302)을 통해 상대방 단말(310)로 전송한다.

이에 상대방 단말(310)은 MSS(300)과 통신에 이용되는 주소리스트에 새로운 IP 주소 "2.2.2.1"을 추가하게 된다.

이때, 상대방 단말(310)은 MSS(300)로 전송될 데이터를 계속해서 IP 주소 “1.1.1.1”로 전송한다.

이후, MSS(300)는 근접한 RAS들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의 세기, 자신의 위치, 이동방향 및 이동속도를 이용하여 핸드오프

시기를 판단한다.

MSS(300)는 핸드오프가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 핸드오프가 이루어져야 할 RAS로부터 할당된 IP 주소를 통신을 위한 주소

로 변경하도록 주소변경 메시지를 발생하여 상대방 측으로 요청한다.

즉, MSS(300)는 RAS 32(304)의 서비스 지역을 벗어난 경우, 즉 RAS 32(304)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의 크기가 설정된 크

기 이하이고 RAS 34(306)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의 크기가 설정된 크기 이상인 경우에 RAS 34(306)로 핸드오프 한다.

이때, MSS(300)는 핸드오프가 이루어져야 할 RAS 34(306)로부터 할당된 IP 주소를 통신을 위한 주소로 변경하도록 주소

변경 메시지를 발생하여 RAS 32(304) 및 ACR 30(302)을 통해 상대방 단말(310)로 전송한다.

이에 따라, 상대방 단말(310)은 MSS(300)과 통신에 이용되는 주소를 “1.1.1.1”에서 "2.2.2.1"로 변경하고, MSS(300)로

전송될 데이터를 "2.2.2.1"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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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MSS(300)는 핸드오프 하기 전 RAS의 서비스 지역을 완전히 벗어난 경우에 상대방 측에 핸드오프 하기 전 RAS에서

할당된 IP 주소를 삭제하도록 주소삭제 메시지를 발생하여 상대방 단말(310)에 전송한다.

즉, MSS(300)는 핸드오프 하기 전 RAS 32(304)의 서비스 지역에서 벗어나 RAS 34(306)의 서비스 지역 내 ③의 위치로

이동한 경우, RAS 32(304)에서 할당된 IP 주소 “1.1.1.1”을 삭제하도록 주소삭제 메시지를 발생하여 RAS 32(304)를 통

해 상대방 단말(310)로 전송한다.

이에 따라, 상대방 단말(310)은 MSS(300)과 통신에 이용되는 주소리스트에서 “1.1.1.1”을 삭제한다.

이후부터, 상대방 단말(310)은 MSS(300)로 전송될 데이터를 RAS 34(306)에서 할당된 주소 "2.2.2.1"로 전송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MSS(300)는 mSCTP의 멀티 호밍(multi-homing)을 이용하여 핸드오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단말(310)과의 통신을 위한 IP 주소의 추가, 삭제 및 변경을 수행할 수 있다.

여기서, mSCTP는 OSI 7계층 중 전송계층(transport layer) 프로토콜인 SCTP(Stream Control Transport Protocol)에

동적 주소 구성(dynamic address configuration) 기능이 추가된 프로토콜을 나타낸다.

SCTP는 트랜스포트 계층 세션을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 이상의 IP 주소를 설정할 수 있는 멀티 호밍(multi-homing)을 가

능하게 한다.

멀티 호밍은 적어도 하나의 IP 주소를 하나의 세션에 바인딩(binding) 하여 하나의 주소 또는 동시에 여러 주소로 데이터

를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MSS는 mSCTP를 이용하여 하나의 세션에 적어도 하나의 IP 주소를 바인딩 할 수 있고, 동적 주소 구성기능

을 통하여 하나의 세션에 이용될 IP 주소를 동적으로 추가하거나 하나의 세션에 바인딩된 IP 주소들 중 어느 하나를 삭제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MSS(300)는 상대방 단말(310)과 통신을 위해 한 세션(session)을 맺은 후, mSCTP의 멀티 스트리밍(multi-

streaming)을 이용함으로써 상대방 단말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할 때 여러 개의 스트림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차별화된 제어로 최상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MSS(300)는 상대방 단말과 하나의 세션에 다수개의 스트림을 QoS별로 전송함으로써, 우선순위가 낮은 스

트림의 병목현상이 우선순위가 높은 스트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MSS(300)와 상대방 단말(310)간에 세 개의 스트림을 통해 데이터가 송수신되는 경우, 즉 실시간 비디오, 텍스

트, 이미지를 각각의 스트림을 통해 송수신함으로써, 하나의 스트림을 통해 실시간 비디오, 텍스트, 이미지를 전송하는 경

우에 발생될 수 있는 병목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단말에 대한 블록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단말은 송수신 모듈(600)과 이동 커넥션 매니저(Mobile connection

manager)(610)를 포함한다.

여기서, 도 5에 도시된 단말(630)은 이동 중 또는 정지 중에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주변의 RAS들로부터 수신된 위

치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게 된다.

즉, 단말(630)은 주변의 RAS들로부터 수신된 위치정보를 삼각측량(triangulation)방법에 적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

게 된다. 삼각측량 방법은 서로 멀리 떨어진 각각의 지점에서 각도를 관측하여 각각의 위치 관계를 수치적(數値的)으로 정

하는 측량방법이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도 3에 도시된 MSS(400)는 도 5에 도시된 단말(630)의 구성과 동일하다.

이동 커넥션 매니저(610)는 커넥션 처리부(612)와 핸드오프 처리부(614)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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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션 처리부(612)는 설정된 주기마다 단말(630)의 위치 및 이동방향을 파악한다. 이때, 커넥션 처리부(612)는 설정된

주기마다 주변의 RAS들로부터 수신된 위치정보를 삼각 측량(triangulation)방법에 적용하여 단말(630)의 위치를 파악한

다.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커넥션 처리부(612)는 이동하는 단말(630)의 주변에 위치한 적어도 셋 이상의 RAS들로부터 송수신 모듈(600)을 통해 수

신된 위치정보를 삼각측량방법에 적용하여 단말(630)의 위치를 파악하게 된다.

커넥션 처리부(612)는 단말(630)의 위치를 파악하고, 설정된 시간 동안 단말(630)이 이동한 거리와 이동시간을 이용하여

단말(630)의 이동속도를 계산한다. 그리고, 커넥션 처리부(612)는 설정된 주기마다 파악되는 단말(630)의 위치 및 이전

위치를 이용하여 단말(630)의 이동방향을 예측한다.

커넥션 처리부(612)는 이동방향이 예측 된 RAS들로부터 제공된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IP 주소를 할당받을 RAS들

을 미리 예측한다.

커넥션 처리부(612)는 미리 예측된 RAS들로부터 새로운 IP 주소를 할당받으면 할당받은 주소를 핸드오프 처리부(614)에

제공하고, 핸드오프 처리부(614)를 제어하여 새로운 IP 주소를 할당한 RAS 들과 단말(630)이 해당 RAS들로 핸드오프하

기 전까지 커넥션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하에서, 단말(630)이 새로운 IP 주소를 할당한 RAS들로 핸드오프하기 전까지 해당 RAS들간에 유지되는 커넥션을 가상

커넥션(virtual connection)이라 칭한다.

핸드오프 처리부(614)는 mSCTP의 멀티 호밍(multi-homing)을 이용하여 할당받은 새로운 IP 주소를 주소추가 메시지에

포함시켜 송수신 모듈(600)을 통해 단말(630)의 상대방 단말로 전송한다.

이에 단말(630)의 상대방 단말은 주소추가 메시지에 포함된 IP 주소를 단말(630)과 통신에 이용되는 주소 리스트에 추가

한다.

이때, 단말(630)의 상대방 단말은 단말(630)로 전송될 데이터가 있는 경우, 해당 데이터를 단말(630)에 새로운 IP 주소가

추가되기 전에 통신을 위해 사용된 IP 주소로 전송한다.

이후, 핸드오프 처리부(614)는 이동하는 단말(630)의 주변에 위치한 RAS들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의 세기, 단말(630)의 위

치, 단말(630) 이동방향 및 이동속도를 이용하여 핸드오프 시기를 판단하고, 핸드오프 시기가 된 경우에 핸드오프를 수행

한다.

핸드오프 처리부(614)는 mSCTP의 멀티 호밍을 이용하여, 핸드오프가 이루어져야 할 RAS로부터 할당된 IP 주소를 통신

을 위한 주소로 변경하도록 주소변경 메시지를 통해 단말(630)의 상대방 단말로 전송한다.

이때, 주소변경 메시지는 단말(630)이 핸드오프가 이루어질 RAS를 통해 상대방 단말로 전송된다.

이에 따라, 상대방 단말은 단말(630)과 통신에 이용되는 주소를 핸드오프 하기 전 RAS에서 할당된 IP 주소에서 핸드오프

할 RAS에서 할당된 IP 주소로 변경하고, 단말(630)로 전송될 데이터를 변경된 IP 주소로 전송한다.

한편, 핸드오프 처리부(612)는 핸드오프 하기 전 RAS의 서비스 지역을 완전히 벗어남에 따라 mSCTP의 멀티 호밍을 이용

하여 핸드오프 하기 전 RAS에서 할당된 IP 주소를 삭제하도록 주소삭제 메시지를 발생하고, 주소삭제 메시지를 핸드오프

할 RAS를 통해 상대방 단말로 전송한다.

상대방 단말은 단말(630)과 통신에 이용되는 주소리스트에서 단말(630)이 핸드오프 하기 전 RAS에서 할당된 IP 주소를

삭제한다.

이후에 상대방 단말은 단말(630)로 전송될 데이터를 핸드오프가 이루어진 RAS에서 할당된 IP 주소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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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핸드오프 처리부(614)는 mSCTP의 멀티스트리밍을 이용하여 상대방 단말과 세션(session)이 이루어진 후, mSCTP

의 멀티 스트리밍(multi-streaming)을 이용하여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를 QoS별로 생성된 서로 다른 스트림을 상대방 단

말로부터 수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선순위가 낮은 스트림의 병목현상으로 인해 우선순위가 높은 스트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말(630)과 상대방 단말간에 세 개의 세션을 통해 데이터가 송수신되는 경우, 즉 실시간 비디오, 텍스트, 이미

지를 각각의 스트림을 통해 송수신함으로써, 하나의 스트림을 통해 실시간 비디오, 텍스트, 이미지를 전송하는 경우에 발

생될 수 있는 병목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단말의 핸드오프에 대한 흐름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6에서 핸드오프를 수행하는 단말(650)은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은 단말(630)과 동일한 구성을 가진다.

즉, 도 6에 도시된 단말(650)의 핸드오프는 도 5의 단말(630)에 의해서 수행되는 핸드오프 동작과 동일하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말(650)은 RAS A(652)를 통해 상대방 단말(656)과 통신을 수행 중이다(S600). 이때, 단말

(650)에는 RAS A(652)로부터 IP 주소 "1.1.1.1"이 할당되어 있다.

단말(650)은 RAS A(652)를 통해 상대방 단말(656)과 통신을 수행하는 도중에 임의의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일정 위치에

정지해 있을 수 있다. 단말(650)은 이러한 이동 중 또는 정지 중에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설정된 주기마다 주변의

RAS들로부터 수신된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게 된다(S602).

즉, 단말(650)은 주변의 RAS들로부터 수신된 위치정보를 삼각측량(triangulation)방법에 적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

고, 파악된 위치정보를 저장한다. 이때, 단말(650)의 위치파악에 이용되는 주변의 RAS들의 위치정보를 적어도 셋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단말(650)은 설정된 시간 동안 자신이 이동한 거리와 이동시간을 이용하여 이동속도를 계산하고, 설정된 주기마다

파악되는 자신의 위치 및 이전 위치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동방향을 예측한다(S604).

단말(650)은 이동방향이 예측 된 RAS들로부터 제공된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IP 주소를 할당받을 수 있는 RAS들을

미리 파악한다(S606).

이때, 새로운 IP 주소를 할당받을 수 있는 RAS파악은 단말(650)이 새로운 IP 주소를 할당받을 수 있는 RAS들의 서비스 지

역에 진입여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 단말(650)이 RAS B(654)의 서비스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한다.

단말(650)은 RAS B(654)에 IP 주소를 할당해줄 것을 요청한다(S608).

이에, RAS B(654)는 단말(650)로부터의 IP 주소 할당요청에 따라 IP 주소 "2.2.2.1"을 할당하여 단말(650)로 전송한다

(S610).

단말(650)은 RAS B(654)로부터 새로운 IP 주소 "2.2.2.1"을 할당받으면, mSCTP의 멀티 호밍(multi-homing)을 이용하

여 할당받은 새로운 IP 주소 "2.2.2.1"을 주소추가(Add-IP) 메시지에 포함시켜 상대방 단말(656)로 전송한다(S612).

상대방 단말(656)은 단말(650)로부터 수신된 주소추가 메시지에 포함된 IP 주소 "2.2.2.1"을 단말(650)과 통신에 이용되

는 주소 리스트에 추가하고, 주소추가 응답메시지를 발생하여 단말(650)에 전송한다(S614).

이때, 상대방 단말(656)은 단말(650)로 전송될 데이터가 있는 경우, 해당 데이터를 단말(650)에 새로운 IP 주소가 추가되

기 전에 통신을 위해 사용된 IP 주소 "1.1.1.1"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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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단말(650)은 RAS A(652)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의 크기가 설정된 크기 이하인 상태에서 RAS B(654)로부터 수신되

는 신호의 크기가 설정된 크기 이상인 가를 검사한다(S616).

단말(650)은 RAS A(652)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의 크기가 설정된 크기 이하인 상태에서 RAS B(654)로부터 수신되는 신호

의 크기가 설정된 크기 이상인 경우에 접속시작 요청(REQ) 메시지를 발생하여 RAS B(654)로 전송한다(S618).

이에 RAS B(654)는 단말(650)로부터 접속시작 요청 메시지가 수신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접속 시작 응답(RSP) 메시지를 발

생하여 단말(650)로 전송한다(S620).

이후, 단말(650)은 mSCTP의 멀티 호밍을 이용하여, RAS B(654)로부터 할당된 IP 주소 "2.2.2.1"을 통신을 위한 주소로

변경하도록 주소변경(Primary Change) 메시지를 발생하여 상대방 단말(656)로 전송한다(S622).

이때, 주소변경 메시지는 단말(650)이 RAS B(654)를 통해 상대방 단말(656)로 전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상대방 단말(656)은 단말(650)과 통신에 이용되는 주소를 핸드오프 하기 전 RAS A(652)에서 할당된 IP 주소

"1.1.1.1"에서 핸드오프 할 RAS B(656)에서 할당된 IP 주소 "2.2.2.1"로 변경하고, 주소변경 응답메시지를 발생하여 단말

(650)로 전송한다(S624).

단말(650)은 상대방 단말(656)로부터 주소변경 응답메시지가 수신됨에 따라 핸드오프 하기 전 RAS A(652)로 접속종료

요청(REQ) 메시지를 발생하여 전송한다(S626).

RAS A(652)는 단말(650)로부터 접속종료 요청메시지가 수신됨에 따라 단말(650)과의 접속을 종료하고, 접속종료 응답

(RSP) 메시지를 발생하여 단말(650)로 전송한다(S628).

단말(650)은 RAS A(652)로부터 접속종료 응답메시지가 수신됨에 따라 mSCTP의 멀티 호밍을 이용하여 RAS A(652)에

서 할당된 IP 주소 "1.1.1.1"을 삭제하도록 주소삭제(Delete-IP) 메시지를 발생하고, 주소삭제 메시지를 RAS B(654)를

통해 상대방 단말(656)로 전송한다(S630).

상대방 단말(656)은 단말(650)로부터 주소삭제 메시지가 수신됨에 따라 단말(650)과 통신에 이용되는 주소리스트에서

RAS A(652)에서 할당된 IP 주소 "1.1.1.1"을 삭제하고, 주소삭제 응답 메시지를 발생하여 단말(650)로 전송한다(S632).

이후에 단말(650)은 RAS B(654)에서 할당된 IP 주소 "2.2.2.1"을 통해 상대방 단말(650)과 통신을 수행한다(S634).

도 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단말에 대한 블록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단말은 GPS 모듈(800), 이동 커넥션 매니저(810) 및 송수신 모듈

(820)을 포함한다. 여기서, 도 4에 도시된 단말(500)의 구성은 도 7에 도시된 단말(830)과 동일한 구성을 가진다.

GPS 모듈(800)은 단말위치 계산부(802)를 포함하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위성으로부터 수신되는 신호를 단말위치 계산부

(802)에 제공하여 단말(803)의 위치를 계산하도록 한다.

단말위치 계산부(802)는 단말(830)과 신호를 전송한 적어도 하나의 위성(satellite)들간 거리를 각각 계산하고, 각각 계산

된 거리들로부터 단말(830)의 위치를 계산하여 이동 커넥션 매니저(810)에 제공한다.

이동 커넥션 매니저(810)는 커넥션 처리부(812)와 핸드오프 처리부(814)를 포함한다.

커넥션 처리부(812)는 설정된 주기마다 GPS 모듈(800) 내의 단말위치 계산부(802)로부터 제공된 단말(830)의 위치정보

를 이용하여 설정된 시간 동안 단말(830)이 이동한 거리와 이동시간을 파악한다.

커넥션 처리부(812)는 설정된 시간 동안 단말(830)의 이동한 거리와 이동시간을 이용하여 단말(830)의 이동속도를 계산

한다. 그리고, 커넥션 처리부(812)는 설정된 주기마다 파악되는 단말(830)의 위치 및 이전 위치를 이용하여 단말(830)의

이동방향을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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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션 처리부(812)는 예측된 이동방향 주변에 위치한 RAS들로부터 제공된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IP 주소를 할당

받을 RAS들을 미리 파악한다.

커넥션 처리부(812)는 미리 파악된 RAS들로부터 새로운 IP 주소를 할당받으면 할당받은 주소를 핸드오프 처리부(814)에

제공하고, 핸드오프 처리부(814)를 제어하여 새로운 IP 주소를 할당한 RAS 들과 단말(830)이 해당 RAS들로 핸드오프하

기 전까지 가상 커넥션을 유지하도록 한다.

핸드오프 처리부(814)는 mSCTP의 멀티 호밍(multi-homing)을 이용하여 할당받은 새로운 IP 주소를 주소추가 메시지에

포함시켜 송수신 모듈(820)을 통해 단말(830)의 상대방 단말로 전송한다.

이에 단말(830)의 상대방 단말은 주소추가 메시지에 포함된 IP 주소를 단말(830)과 통신에 이용되는 주소 리스트에 추가

한다.

이때, 단말(830)의 상대방 단말은 단말(830)로 전송될 데이터가 있는 경우, 해당 데이터를 단말(830)에 새로운 IP 주소가

추가되기 전에 통신을 위해 사용된 IP 주소로 전송한다.

이후, 커넥션 처리부(812)는 단말(830)의 주변에 위치한 RAS들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의 세기, 단말(830)의 위치, 단말

(830) 이동방향 및 이동속도를 이용하여 핸드오프 시기를 판단하고, 핸드오프 시기가 된 경우에 핸드오프가 이루어지도록

핸드오프 처리부(814)를 제어한다.

핸드오프 처리부(814)는 mSCTP의 멀티 호밍을 이용하여, 핸드오프가 이루어져야할 RAS로부터 할당된 IP 주소를 통신

을 위한 주소로 변경하도록 주소변경 메시지를 통해 단말(830)의 상대방 단말로 전송한다.

이때, 주소변경 메시지는 단말(830)이 핸드오프가 이루어질 RAS를 통해 상대방 단말로 전송된다.

이에 따라, 상대방 단말은 단말(830)과 통신에 이용되는 주소를 핸드오프 하기 전 RAS에서 할당된 IP 주소에서 핸드오프

할 RAS에서 할당된 IP 주소로 변경하고, 단말(830)로 전송될 데이터를 변경된 IP 주소로 전송한다.

한편, 핸드오프 처리부(814)는 단말(830)이 핸드오프 하기 전 RAS의 서비스 지역을 완전히 벗어남에 따라 mSCTP의 멀

티 호밍을 이용하여 핸드오프 하기 전 RAS에서 할당된 IP 주소를 삭제하도록 주소삭제 메시지를 발생하고, 주소삭제 메시

지를 핸드오프 할 RAS를 통해 상대방 단말로 전송한다.

상대방 단말은 단말(830)과 통신에 이용되는 주소리스트에서 단말(830)이 핸드오프 하기 전 RAS에서 할당된 IP 주소를

삭제한다.

이후에 상대방 단말은 단말(830)로 전송될 데이터를 핸드오프가 이루어진 RAS에서 할당된 IP 주소로 전송한다.

한편, 핸드오프 처리부(814)는 mSCTP의 멀티스트리밍을 이용하여 상대방 단말과 세션(session)이 이루어진 후 mSCTP

의 멀티 스트리밍(multi-streaming)을 이용함으로써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를 QoS별로 생성된 서로 다른 스트림을 상대방

단말로부터 수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선순위가 낮은 스트림의 병목현상으로 인해 우선순위가 높은 스트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말(830)과 상대방 단말간 하나의 세션에 세 개의 스트림을 통해 데이터가 송수신되는 경우, 즉 실시간 비디

오, 텍스트, 이미지를 각각의 스트림을 통해 송수신함으로써, 하나의 스트림을 통해 실시간 비디오, 텍스트, 이미지를 전송

하는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병목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단말의 핸드오프에 대한 흐름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8에서 핸드오프를 수행하는 단말(850)은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은 단말(830)과 동일한 구성을 가진다.

즉, 도 8에 도시된 단말(850)의 핸드오프는 도 7의 단말(830)에 의해서 수행되는 핸드오프 동작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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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말(850)은 RAS A(852)를 통해 상대방 단말(856)과 통신을 수행 중이다(S800).

이때, 단말(850)에는 RAS A(852)로부터 IP 주소 "1.1.1.1"이 할당되어 있다.

단말(850)은 RAS A(852)를 통해 상대방 단말(856)과 통신을 수행하는 도중에 임의의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일정 위치에

정지해 있을 수 있다.

단말(850)은 이러한 이동 중 또는 정지 중에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설정된 주기마다 적어도 셋 이상의 위성들간 거

리를 각각 계산하고, 각각 계산된 거리들로부터 자신의 위치를 파악한다(S802).

이후, 단말(850)은 설정된 시간 동안 자신이 이동한 거리와 이동시간을 이용하여 이동속도를 계산하고, 설정된 주기마다

파악되는 자신의 위치 및 이전 위치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동방향을 예측한다(S804).

단말(850)은 이동방향이 예측 된 RAS들로부터 제공된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IP 주소를 할당받을 수 있는 RAS들을

미리 파악한다(S806).

이때, 새로운 IP 주소를 할당받을 수 있는 RAS파악은 단말(850)이 새로운 IP 주소를 할당받을 수 있는 RAS들의 서비스 지

역에 진입여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 단말(850)이 RAS B(854)의 서비스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한다.

단말(850)은 RAS B(854)에 IP 주소를 할당해줄 것을 요청한다(S808).

이에, RAS B(854)는 단말(850)로부터의 IP 주소 할당요청에 따라 IP 주소 "3.3.3.1"를 할당하여 단말(850)로 전송한다

(S810).

단말(850)은 RAS B(854)로부터 새로운 IP 주소 "3.3.3.1"을 할당받으면, mSCTP의 멀티 호밍(multi-homing)을 이용하

여 할당받은 새로운 IP 주소 "3.3.3.1"을 주소추가(Add-IP) 메시지에 포함시켜 상대방 단말(856)로 전송한다(S812).

상대방 단말(856)은 단말(850)로부터 수신된 주소추가 메시지에 포함된 IP 주소 "3.3.3.1"을 단말(850)과 통신에 이용되

는 주소 리스트에 추가하고, 주소추가 응답메시지를 발생하여 단말(850)에 전송한다(S814).

이때, 상대방 단말(856)은 단말(850)로 전송될 데이터가 있는 경우, 해당 데이터를 단말(850)에 새로운 IP 주소가 추가되

기 전에 통신을 위해 사용된 IP 주소 "1.1.1.1"로 전송한다.

이후, 단말(850)은 RAS A(852)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의 크기가 설정된 크기 이하인 상태에서 RAS B(854)로부터 수신되

는 신호의 크기가 설정된 크기 이상인 가를 검사한다(S816).

단말(850)은 RAS A(852)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의 크기가 설정된 크기 이하인 상태에서 RAS B(854)로부터 수신되는 신호

의 크기가 설정된 크기 이상인 경우에 접속시작 요청(REQ) 메시지를 발생하여 RAS B(854)로 전송한다(S818).

이에 RAS B(854)는 단말(850)로부터 접속시작 요청 메시지가 수신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접속 시작 응답(RSP) 메시지를 발

생하여 단말(850)로 전송한다(S820).

이후, 단말(850)은 mSCTP의 멀티 호밍을 이용하여, RAS B(854)로부터 할당된 IP 주소 "3.3.3.1"을 통신을 위한 주소로

변경하도록 주소변경(Primary Change) 메시지를 발생하여 상대방 단말(856)로 전송한다(S824).

이때, 주소변경 메시지는 단말(850)이 RAS B(854)를 통해 상대방 단말(856)로 전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상대방 단말(856)은 단말(850)과 통신에 이용되는 주소를 핸드오프 하기 전 RAS A(852)에서 할당된 IP 주소

"1.1.1.1"에서 핸드오프 할 RAS B(856)에서 할당된 IP 주소 "3.3.3.1"로 변경하고, 주소변경 응답메시지를 발생하여 단말

(850)로 전송한다(S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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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850)은 상대방 단말(856)로부터 주소변경 응답메시지가 수신됨에 따라 핸드오프 하기 전 RAS A(852)로 접속종료

요청(REQ) 메시지를 발생하여 전송한다(S826).

RAS A(852)는 단말(850)로부터 접속종료 요청메시지가 수신됨에 따라 단말(850)과의 접속을 종료하고, 접속종료 응답

(RSP) 메시지를 발생하여 단말(850)로 전송한다(S828).

단말(850)은 RAS A(852)로부터 접속종료 응답메시지가 수신됨에 따라 mSCTP의 멀티 호밍을 이용하여 RAS A(852)에

서 할당된 IP 주소 "1.1.1.1"을 삭제하도록 주소삭제(Delete-IP) 메시지를 발생하고, 주소삭제 메시지를 RAS B(854)를

통해 상대방 단말(856)로 전송한다(S830).

상대방 단말(856)은 단말(850)로부터 주소삭제 메시지가 수신됨에 따라 단말(850)과 통신에 이용되는 주소리스트에서

RAS A(852)에서 할당된 IP 주소 "1.1.1.1"을 삭제하고, 주소삭제 응답 메시지를 발생하여 단말(850)로 전송한다(S832).

이후에 단말(850)은 RAS B(854)에서 할당된 IP 주소 "3.3.3.1"을 통해 상대방 단말(850)과 통신을 수행한다(S834).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휴대 인터넷 시스템 및 그 시스템에서 단말의 핸드오프 방법에 따르면, 이동 중인 방향

을 예측하고, 예측된 방향의 주변에 위치한 기지국들로부터 IP주소를 할당받아 핸드오프 시 발생될 수 있는 데이터의 손실

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휴대 인터넷 시스템 및 그 시스템에서 단말의 핸드오프 방법에 따르면, mSCTP(mobile Stream

Control Transport Protocol)의 멀티 스트리밍을 이용하여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를 QoS별로 생성된 서로 다른 스트림을

상대방 단말로부터 수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선순위가 낮은 스트림의 병목현상으로 인해 우선순위가 높은 스트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 단말의 핸드오프 과정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 단말의 핸드오프 과정에 대한 일 예를 나타낸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핸드오프를 위한 MSS의 위치 파악과정에 대한 일 예를 나타낸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핸드오프를 위한 MSS의 위치 파악과정에 대한 다른 예를 나타낸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단말에 대한 블록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단말의 핸드오프에 대한 흐름을 나타낸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단말에 대한 블록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단말의 핸드오프에 대한 흐름을 나타낸 도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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