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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복수개의 이동 노드에 멀티캐스트 패킷을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한 이동 아이피 네트워크에서 명시적 멀

티캐스트 터널링 서비스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상대 노드로부터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을 복수의 

이동 노드로 전송하기 위한 터널링 서비스 방법 및 장치에 있어서-이동 노드는 공통지역 전교 주소를 사용함-, 상대 

노드로부터 멀티캐스트 패킷을 수신하고, 복수 이동 노드 중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을 터널링할 경로 상에 위치하는

이동 노드를 파악하여, 터널링할 경로 상에 위치하는 이동 노드의 공통지역 전교 주소를 목적지 주소로 하는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를 생성하고, 생성된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에 의해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을 캡슐화하

여 캡슐화된 멀티캐스트 패킷을 이동 노드로 터널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아이피 네트워크에서 멀티캐스트 

터널링 서비스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이동 노드, 원래망 대리자, 전교 주소, 이동 아이피 네트워크,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링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터널링 서비스 장치의 개략적 구성도.

도 2a 내지 도 2g는 종래 기술에 따른 터널링 서비스의 멀티캐스트 패킷 구조를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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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이동 아이피 네트워크에서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링 서비스 장치의 개략적 구성도.

도 4a 내지 도 4g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 아이피 네트워크에서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링에 따른 멀티캐스트 패킷 구

조를 나타낸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 아이피 네트워크에서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링 서비스의 제1 실시예를 수행하기 위한 

플로우 챠트.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이동 아이피 네트워크에서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링 서비스의 제2 실시예를 수행하기 위한 

플로우 챠트.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300 : 상대 노드

310-1,310-2,310-3,310-4 : 제1 내지 제4 이동 노드

320 : 원래망 대리자

330 : 경유 라우터

340 : 외부망 대리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 아이피 네트워크에서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링 서비스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복수개의 이

동 노드에 멀티캐스트 패킷을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한 이동 아이피 네트워크에서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링 서비

스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동 아이피(Mobile IP)란 특정 네트워크(홈 네트워크)에 정규적으로 접속되는 인터넷 노드가 다른 네트

워크(외래 네트워크)에 일시적으로 접속된 상태에서 홈 네트워크 내의 어드레스를 갖는 데이터 패킷을 계속적으로 수

신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때, 외래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인터넷 노드를 이동 노드라 한다.

이러한, 이동 아이피 네트워크에서 복수의 이동 노드가 인터넷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방문한 외래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멀티캐스트 라우터를 통해 멀티캐스트 그룹에 가입함에 따라 멀티

캐스트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두 번째 방법은 원래망 대리자를 통해 멀티캐스트 그룹에 가입하여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여기서, 첫 번째 방법은 외부에서 멀티캐스트 패킷을 전달받을 때 상대적으로 최적화된 경로를 따라 패킷을 전달받는

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동 노드가 방문한 외래 네트워크마다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우터가 필요하다.

또한, 첫 번째 방법은 보안상의 이유로 외래 네트워크에 접속된 이동 노드에는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설정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외래 네트워크 상의 멀티캐스트 라우터에 의해 수행되는 멀티캐스트 서비스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

하여 일반적으로 원래망 대리자에 의해 이동 아이피 네트워크에서 멀티캐스트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종래 기술에 따른 이동 아이피 네트워크에서 터널링 서비스를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터널링 서비스 장치의 개략적 구성도이고, 도 2a 내지 도 2g는 종래 기술에 따른 터널링 서

비스의 멀티캐스트 패킷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상대 노드(100)로부터 멀티캐스트 패킷을 수신하기 위한 제1 내지 제4 이동 노드(110-1,110-2,11

0-3,110-4)는 홈 네트워크를 떠나 외래 네트워크에 접속되고, 그에 따라 전교 주소를 할당받는다.

이때, 제1 및 제2 이동 노드(110-1,110-2)는 외래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

col) 서버(도시되지 않음)로부터 공통지역 전교 주소(Co-located Care-of address)를 할당받는다.

한편, 제3 및 제4 이동 노드(110-3,110-4)는 외래 네트워크에 위치하는 외부망 대리자(130)의 라우터 정보를 활용

하여 외부망 대리자 전교 주소(Foreign agent Care-of address)를 할당받는다.

상대 노드(100)는 제1 내지 제4 이동 노드(110-1,110-2,110-3,110-4)에게 일정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정보

를 알리기 위해 도 2a와 같은 제1 멀티캐스트 패킷을 생성하여 원래망 대리자(120)에게 전송한다.

도 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멀티캐스트 패킷은 상대 노드 주소가 기록되는 발신자 주소 필드(200), 목적지 주소 

필드(202) 및 데이터가 기록되는 페이로드(204)를 포함한다.

여기서, 목적지 주소 필드(202)에는 제1 내지 제4 이동 노드(110-1,110-2,110-3,110-4)가 속한 그룹에 대한 멀티

캐스트를 위해 미리 정의된 그룹 멀티캐스트 주소가 기록된다.

그룹 멀티캐스트 주소는 '224.0.0.0 내지 239.255.255.255' 사이에 존재하는 주소로서, 이는 멀티캐스트 그룹을 위해

특정의 주소 부여 기관에서 부여한 주소이다.

원래망 대리자(120)는 상대 노드(100)로부터의 멀티캐스트 패킷을 수신하기 위해 제1 내지 제4 이동 노드(110-1,11

0-2,110-3,110-4)로부터 입력되는 가입 신호에 의해 제1 멀티캐스트 패킷의 전송 경로를 파악한다.

여기서, 파악된 제1 멀티캐스트 패킷의 전송 경로는 제1 이동 노드(110-1), 제2 이동 노드(110-2) 및 외부망 대리자

(1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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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원래망 대리자(120)는 제1 이동 노드(110-1)의 공통지역 전교 주소를 목적지 주소로 갖고, 원래망 대리자 주소

를 발신자 주소로 갖는 터널 헤더를 생성한 후 제1 멀티캐스트 패킷을 캡슐화하여 제1 이동 노드(110-1)로 전송하기

위한 제2 멀티캐스트 패킷을 생성한다.

제2 멀티캐스트 패킷은 도 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원래망 대리자 주소 필드(210) 및 제1 이동 노드 공통지역 전교 주

소 필드(212)를 갖는 터널 헤더(214), 제1 멀티캐스트 패킷 필드(216)를 포함한다.

또한, 원래망 대리자(120)는 제2 이동 노드(110-2)의 공통지역 전교 주소를 목적지 주소로 갖고, 원래망 대리자 주소

를 발신자 주소로 갖는 터널 헤더를 생성한 후 제1 멀티캐스트 패킷을 캡슐화하여 제2 이동 노드(110-2)로 전송하기

위한 제3 멀티캐스트 패킷을 생성한다.

제3 멀티캐스트 패킷은 도 2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원래망 대리자 주소 필드(220) 및 제2 이동 노드 공통지역 전교 주

소 필드(222)를 갖는 터널 헤더(224), 제1 멀티캐스트 패킷 필드(226)를 포함한다.

원래망 대리자(120)는 생성된 제2 및 제3 멀티캐스트 패킷을 제1 및 제2 이동 노드 공통지역 전교 주소에 의해 유니

캐스트 터널링에 의해 제1 및 제2 이동 노드(110-1,110-2)로 각각 전송한다.

이때, 제1 및 제2 이동 노드(110-1,110-2)는 원래망 대리자(120)로부터 수신 된 제2 및 제3 멀티캐스트 패킷에서 

터널 헤더를 제거함에 따라 상대 노드(100)로부터 전송된 제1 멀티캐스트 패킷을 각각 확인한다.

한편, 원래망 대리자(120)는 제3 이동 노드 원래망 주소를 목적지 주소로 갖고, 원래망 대리자 주소를 발신자 주소로 

갖는 제1 터널 헤더를 생성한 후 생성된 제1 터널 헤더에 의해 제1 멀티캐스트 패킷을 캡슐화한다.

이어, 원래망 대리자(120)는 제3 이동 노드 외부망 대리자 전교 주소를 목적지 주소로 갖고, 원래망 대리자 주소를 발

신자 주소로 갖는 제2 터널 헤더를 생성하고, 생성된 제2 터널 헤더에 의해 캡슐화된 제1 멀티캐스트 패킷을 재 캡슐

화하여 제4 멀티캐스트 패킷을 생성한다.

여기서, 제4 멀티캐스트 패킷은 도 2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원래망 대리자 주소 필드(230) 및 제3 이동 노드 원래망 

주소 필드(231)를 갖는 제1 터널 헤더(232), 원래망 대리자 주소 필드(233) 및 제3 이동 노드 외부망 대리자 전교 주

소 필드(234)를 갖는 제2 터널 헤더(235), 제1 멀티캐스트 패킷 필드(236)를 포함한다.

또한, 원래망 대리자(120)는 제4 이동 노드 원래망 주소를 목적지 주소로 갖고, 원래망 대리자 주소를 발신자 주소로 

갖는 제1 터널 헤더를 생성한 후 생성된 제1 터널 헤더에 의해 제1 멀티캐스트 패킷을 캡슐화한다.

이어, 원래망 대리자(120)는 제4 이동 노드 외부망 대리자 전교 주소를 목적지 주소로 갖고, 원래망 대리자 주소를 발

신자 주소로 갖는 제2 터널 헤더를 생성하고, 생성된 제2 터널 헤더에 의해 캡슐화된 제1 멀티캐스트 패킷을 다시 캡

슐화 하여 제5 멀티캐스트 패킷을 생성한다.

제5 멀티캐스트 패킷은 도 2e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원래망 대리자 주소 필드(240) 및 제4 이동 노드 원래망 주소 필드

(241)를 갖는 제1 터널 헤더(242), 원래망 대리자 주소 필드(243), 제4 이동 노드 외부망 대리자 전교 주소 필드(244)

를 갖는 제2 터널 헤더(245), 제1 멀티캐스트 패킷 필드(246)를 포함한다.

원래망 대리자(120)는 생성된 제4 및 제5 멀티캐스트 패킷을 제2 터널 헤더 내의 외부망 대리자 전교 주소에 의한 유

니캐스트 터널링을 통해 외부망 대리자(130)로 전송하고, 외부망 대리자(130)는 터널링을 통해 수신된 제4 및 제5 멀

티캐스트 패킷에서 제2 터널 헤더(232,242)를 각각 제거한 제6 및 제7 멀티캐스트 패킷을 제3 및 제4 이동 노드(110

-3,110-4)로 각각 전송한다.

제6 멀티캐스트 패킷은 도 2f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원래망 대리자 주소 필드(250) 및 제3 이동 노드 원래망 주소 필드

(252)를 갖는 제1 터널 헤더(254), 제1 멀티캐스트 패킷 필드(256)를 포함한다.

제7 멀티캐스트 패킷은 도 2g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원래망 대리자 주소 필드(260) 및 제4 이동 노드 원래망 주소 필드

(262)를 갖는 제1 터널 헤더(264), 제1 멀티캐스트 패킷 필드(266)를 포함한다.

제3 및 제4 이동 노드(110-3,110-4)는 외부망 대리자(130)로부터 수신되는 제6 및 제7 멀티캐스트 패킷에서 제1 

터널 헤더(254,264)를 각각 제거함에 따라 상대 노드(100)로부터 전송된 제1 멀티캐스트 패킷을 확인한다.

여기서, 외부망 대리자(130)는 제3 및 제4 이동 노드(110-3,110-4)의 외부망 대리자 전교 주소 정보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원래망 대리자(120)는 상대 노드(100)로부터 수신된 제1 멀티캐스트 패킷을 제3 및 제4 이동 노드(110-3,

110-4)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제1 및 제2 터널 헤더에 의해 제1 멀티캐스트 패킷을 캡슐화하여 각 헤더에 따른 터널

링을 수행하는 중첩 터널링을 수행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종래 기술에 따른 멀티캐스트 터널링 장치는 멀티캐스트 패킷을 이동 노드의 개수만큼 

복제하여 이동 노드의 전교 주소에 의해 캡슐화하여 이동 노드로 전송하는 유니캐스트 터널링을 수행한다.

즉, 원래망 대리자는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신청한 n개의 이동 노드에 멀티캐스트 패킷을 전송하기 위하여 1개의 멀티

캐스트 패킷을 n개의 패킷으로 복제하고, 복제된 n개의 패킷을 각각의 이동 노드로 유니캐스트 터널링을 수행한다.

이때, 원래망 대리자에 가까운 경로일수록 멀티캐스트 패킷 자체를 보낼 때에 비하여 n배만큼의 혼잡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멀티캐스트 산사태라 한다.

멀티캐스트 산사태 현상은 동일한 원래망 대리자로부터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받는 이동 노드가 같은 외래 네트워크

에 존재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그 영향도 심해진다.

따라서, 동일한 메시지인 멀티캐스트 패킷을 페이로드로 갖는 패킷들이 동시에 동일한 경로 즉, 원래망 대리자를 통해

전달되므로, 동일 메시지 전송시 전송 경로 요구 대역폭 최소화라는 멀티캐스트의 원래 효과가 없어지는 문제점이 있

다.

또한, 상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학계에서는 분산 구조 즉, 원래망 대리자 및 외부망 대리자가 이동 노드

들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데이터 신호를 정의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으나 서로 독립적인 망 운영자들이 공

존하여 각 사업자마다 운영방침이 다른 오늘날의 인터넷 환경에서는 실제로 도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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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종래 기술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한 것으로서, 복수 이동 노드의 전교 주소 목록을

갖는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를 갖는 명시적 멀티캐스트 패킷에 의해 멀티캐스트 터널링을 수행하기 위한 이동 

아이피 네트워크에서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링 서비스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복수 이동 노드의 원래망 주소 목록 및 전교 주소 목록을 가지는 제1 및 제2 명시적 멀티캐스

트 터널 헤더를 갖는 명시적 멀티캐스트 패킷에 의해 멀티캐스트 터널링을 수행하기 위한 이동 아이피 네트워크에서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링 서비스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술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상대 노드로부터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을 복수의 이동 노드로 전송하기 

위한 터널링 서비스 방법 및 장치에 있어 서-이동 노드는 공통지역 전교 주소를 사용함-, 상대 노드로부터 멀티캐스

트 패킷을 수신하고, 복수 이동 노드 중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을 터널링할 경로 상에 위치하는 이동 노드를 파악하

여, 터널링할 경로상에 위치하는 이동 노드의 공통지역 전교 주소를 목적지 주소로 하는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

더를 생성하고, 생성된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에 의해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을 캡슐화하여 캡슐화된 멀티캐

스트 패킷을 이동 노드로 터널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아이피 네트워크에서 멀티캐스트 터널링 서비스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함에 그 특징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은 상대 노드로부터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을 복수의 이동 노드로 전송하기 위한 터널링 서비스

방법 및 장치에 있어서-이동 노드는 외부망 대리자 전교 주소를 사용함-, 상대 노드로부터 멀티캐스트 패킷을 수신

하고, 복수의 이동 노드 중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을 터널링할 경로 상에 위치하는 이동 노드를 파악하여, 터널링할 

경로 상에 위치하는 이동 노드의 원래망 주소를 목적지 주소로 갖는 제1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를 생성하고, 제

1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에 의해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을 캡슐화한 후 터널링할 경로 상에 위치하는 이동 노

드의 외부망 대리자 전교 주소를 목적지 주소로 갖는 제2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를 생성하고, 제2 명시적 멀티

캐스트 터널 헤더에 의해 캡슐화된 멀티캐스트 패킷을 재 캡슐화하여 재 캡슐화된 멀티캐스트 패킷을 터널링할 전송 

경로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아이피 네트워크에서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링 서비스 방법 및 장치를 제

공함에 있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이동 아이피 네트워크에서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링 서비스 장치 및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예

를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이동 아이피 네트워크에서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링 서비스 장치의 개략적 구성도이고, 도 4

a 내지 도 4g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 아이피 네트워크에서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링에 따른 멀티캐스트 패킷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이동 아이피 네트워크에서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링 서비스 장치는 홈 네트워크에

접속된 상대 노드(300)로부터 멀티캐스트 패킷을 수신하는 제1 내지 제4 이동 노드(310-1,310-2,310-3,310-4), 

상대 노드(300)로부터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을 경유 라우터(330) 및 외부망 대리자(340)를 통해 제1 내지 제4 이

동 노드(310-1,310-2,310-3,310-4)로 전송하는 원래망 대리자(320)를 포함한다.

여기서, 제1 내지 제4 이동 노드(310-1,310-2,310-3,310-4)는 홈 네트워크에서 외래 네트워크를 방문한 이동 노드

로서, 제1 및 제2 이동 노드(310-1,310-2)는 외래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

col) 서버(도시되지 않음)로부터 공통지역 전교 주소(Co-located Care-of address)를 할당받는다.

한편, 제3 및 제4 이동 노드(310-3,310-4)는 외래 네트워크에 위치하는 외부망 대리자(340)의 라우터 정보를 활용

하여 외부망 대리자 전교 주소(Foreign agent Care-of address)를 할당받는다.

여기서, 공통지역 전교 주소 및 외부망 대리자 전교 주소는 제1 내지 제4 이 동 노드(310-1,310-2,310-3,310-4)가 

외래 네트워크에 위치할 때 제1 내지 제4 이동 노드(310-1,310-2,310-3,310-4)를 향하는 터널의 종단점 주소를 말

한다.

제1 내지 제4 이동 노드(310-1,310-2,310-3,310-4)는 외래 네트워크에 접속함에 따라 할당받은 전교 주소를 원래

망 대리자(320)에게 알리는 등록을 수행한다.

또한, 제1 내지 제4 이동 노드(310-1,310-2,310-3,310-4)는 상대 노드(300)로부터 멀티캐스트 패킷을 수신하기 

위한 멀티캐스트 서비스 가입 신호를 원래망 대리자(320)를 통해 상대 노드(300)에 전송한다.

원래망 대리자(320)는 상대 노드(300)로부터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을 제1 내지 제4 이동 노드(310-1,310-2,310

-3,310-4)의 전교 주소 목록을 갖는 터널 헤더에 의해 캡슐화하여 멀티캐스트 터널링을 수행한다.

경유 라우터(330)는 멀티캐스트 터널링에 의해 원래망 대리자(320)로부터 수신된 캡슐화된 멀티캐스트 패킷을 제1 

및 제2 이동 노드(310-1,310-2)로 전송하고, 외부망 대리자(340)는 원래망 대리자(320)로부터 수신된 캡슐화된 멀

티캐스트 패킷을 제3 및 제4 이동 노드(310-3,310-4)로 전송한다.

이와 같이 구성되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 아이피 네트워크에서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링 서비스 동작을 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

먼저, 상대 노드(300)는 제1 내지 제4 이동 노드(310-1,310-2,310-3,310-4)로 전송하기 위한 제1 멀티캐스트 패

킷을 생성하여 원래망 대리자(320)로 전송한다.

여기서, 제1 멀티캐스트 패킷은 도 4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대 노드 주소 가 기록되는 발신자 주소 필드(400), 그룹 

멀티캐스트 주소가 기록되는 목적지 주소 필드(402) 및 데이터가 기록되는 페이로드(404)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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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목적지 주소 필드(402)에 기록되는 그룹 멀티캐스트 주소는 '224.0.0.0 내지 239.255.255.255' 사이에 존재하

는 주소로서, 이는 멀티캐스트 그룹을 위해 특정의 주소 부여 기관에서 부여한 주소이다.

원래망 대리자(320)는 제1 내지 제4 이동 노드(310-1,310-2,310-3,310-4)의 멀티캐스트 서비스 가입 신호에 의해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의 다음 전송 경로인 경유 라우터(330) 및 외부망 대리자(340)를 파악한다.

이어, 원래망 대리자(320)는 파악된 전송 경로인 경유 라우터(330) 및 외부망 대리자(340)로 전송하기 위한 멀티캐

스트 패킷을 생성한다.

즉, 원래망 대리자(320)는 원래망 대리자 주소를 발신자 주소로 갖고, 제1 이동 노드(310-1) 및 제2 이동 노드(310-

2)의 공통지역 전교 주소를 목적지 주소로 갖는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를 생성하고, 생성된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에 의해 제1 멀티캐스트 패킷을 캡슐화하여 제2 멀티캐스트 패킷을 생성한다.

제2 멀티캐스트 패킷은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원래망 대리자 주소 필드(410), 링크로컬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4

11), 제1 이동 노드 공통지역 전교 주소 필드(412) 및 제2 이동 노드 공통지역 전교 주소 필드(413)를 갖는 터널 헤더

(414), 제1 멀티캐스트 패킷이 기록되는 제1 멀티캐스트 패킷 필드(415)를 포함한다.

여기서, 링크로컬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411)에 기록되는 링크로컬 멀티캐스 트 주소는 멀티캐스트를 구별하기 위해 

지정된 멀티캐스트 그룹 주소 '244.0.0.0' 내지 '239.255.255.255'까지의 주소 중 어느 하나로서 일정 주소 부여 기관

에서 부여된 주소이다.

원래망 대리자(320)는 생성된 제2 멀티캐스트 패킷을 멀티캐스트 터널링을 통해 경유 라우터(330)로 전송하고, 경유

라우터(330)는 수신된 제2 멀티캐스트 패킷의 목적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제1 및 제2 이동 노드 공통지역 전교 주소

에 의해 다음 전송 경로인 제1 및 제2 이동 노드(310-1,310-2)를 파악한다.

이어, 경유 라우터(330)는 명시적 멀티캐스트 라우팅에 의해 파악된 전송 경로인 제1 및 제2 이동 노드(310-1,310-

2)로 전송하기 위한 제3 및 제4 멀티캐스트 패킷을 생성한다.

명시적 멀티캐스트 라우팅에 의해 제1 이동 노드(310-1)로 전송될 제3 멀티캐스트 패킷은 도 4c에 도시된 바와 같이

, 원래망 대리자 주소가 기록되는 원래망 대리자 주소 필드(420), 링크로컬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422), 제1 이동 노

드(310-1)의 공통지역 전교 주소가 기록되는 제1 이동 노드 공통지역 전교 주소 필드(424), '0'이 기록되는 제2 이동 

노드 공통지역 전교 주소 필드(426) 및 제1 멀티캐스트 패킷 필드(428)를 포함한다.

여기서, 링크로컬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422)에는 링크로컬 멀티캐스트 주소가 기록되고, 제1 멀티캐스트 패킷 필드(

428)에는 제1 멀티캐스트 패킷이 기록된다.

또한, 명시적 멀티캐스트 라우팅에 의해 제2 이동 노드(310-2)로 전송될 제4 멀티캐스트 패킷은 도 4d에 도시된 바

와 같이, 원래망 대리자 주소가 기록되는 원래망 대리자 주소 필드(430), 링크로컬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432), '0'이 

기록되는 제1 이동 노드 공통지역 전교 주소 필드(434), 제2 이동 노드(310-2)의 공통지역 전교 주소가 기록되는 제

2 이동 노드 공통지역 전교 주소 필드(436) 및 제1 멀티캐스트 패킷 필드(438)를 포함한다.

여기서, 링크로컬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432)에는 링크로컬 멀티캐스트 주소가 기록되고, 제1 멀티캐스트 패킷 필드(

438)에는 제1 멀티캐스트 패킷이 기록된다.

경유 라우터(330)는 생성된 제3 및 제4 멀티캐스트 패킷을 명시적 멀티캐스트 라우팅에 의해 제1 및 제2 이동 노드(

310-1,310-2)로 각각 전송한다.

제1 및 제2 이동 노드(310-1,310-2)는 경유 라우터(330)로부터 수신된 제3 및 제4 멀티캐스트 패킷에서 명시적 멀

티캐스트 터널 헤더를 각각 제거함에 따라 상대 노드(300)로부터 전송되어진 제1 멀티캐스트 패킷을 확인한다.

한편, 원래망 대리자(320)는 원래망 대리자 주소를 발신자 주소로 갖고, 제3 이동 노드(310-3) 및 제4 이동 노드(310

-4)의 원래망 주소를 목적지 주소로 갖는 제1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를 생성하고, 생성된 제1 명시적 멀티캐스

트 터널 헤더에 의해 제1 멀티캐스트 패킷을 캡슐화한다.

이어, 원래망 대리자(320)는 원래망 대리자 주소를 발신자 주소로 갖고, 제3 이동 노드(310-3) 및 제4 이동 노드(310

-4)의 외부망 대리자 전교 주소를 목적지 주소로 갖는 제2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를 생성하고, 생성된 제2 명

시적 멀 티캐스트 터널 헤더에 의해 캡슐화된 제1 멀티캐스트 패킷을 재 캡슐화하여 제5 멀티캐스트 패킷을 생성한다

.

제5 멀티캐스트 패킷은 도 4e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440), 제2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441) 및 제1 멀티캐스트 패킷 필드(442)를 포함한다.

여기서, 제1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440)는 원래망 대리자 주소 필드(443), 링크로컬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44

4), 제3 이동 노드 원래망 주소 필드(445) 및 제4 이동 노드 원래망 주소 필드(446)를 포함한다.

또한, 제2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441)는 원래망 대리자 주소 필드(447), 링크로컬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448)

, 제3 이동 노드 외부망 대리자 전교 주소 필드(449) 및 제4 이동 노드 외부망 대리자 전교 주소 필드(450)를 포함한

다.

이때, 원래망 대리자(320)가 외부망 대리자(340)를 통해 제3 및 제4 이동 노드(310-3,310-4)에 멀티캐스트 패킷을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제1 및 제2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440,441)에 의해 제1 멀티캐스트 패킷을 캡슐화하는

이유는 외부망 대리자(340)는 제3 및 제4 이동 노드(310-3,310-4)가 할당받은 전교 주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

지 않기 때문이다.

원래망 대리자(320)는 멀티캐스트 터널링을 통해 생성된 제5 멀티캐스트 패킷을 외부망 대리자(340)에게 전송하고, 

외부망 대리자(340)는 수신된 제5 멀티캐스트 패킷에서 제2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441)를 제거한다.

이어, 외부망 대리자(340)는 제2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441)가 제거된 제5 멀티캐스트 패킷을 복제하여 제3 

이동 노드(310-3) 및 제4 이동 노드(310-4)로 전송하기 위한 제6 및 제7 멀티캐스트 패킷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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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제3 이동 노드(310-3)로 전송될 제6 멀티캐스트 패킷은 도 4f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원래망 대리자 주소가 기

록되는 원래망 대리자 주소 필드(460), 링크로컬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461), 제3 이동 노드의 원래망 주소가 기록되

는 제3 이동 노드 원래망 주소 필드(462) 및 '0'이 기록되는 제4 이동 노드 원래망 주소 필드(463)를 갖는 제1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464), 제1 멀티캐스트 패킷 필드(465)를 포함한다.

여기서, 링크로컬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461)에는 링크로컬 멀티캐스트 주소가 기록되고, 제1 멀티캐스트 패킷 필드(

465)에는 제1 멀티캐스트 패킷이 기록된다.

또한, 제4 이동 노드(310-4)로 전송될 제7 멀티캐스트 패킷은 도 4g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원래망 대리자 주소가 기록

되는 원래망 대리자 주소 필드(470), 링크로컬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471), '0'이 기록되는 제3 이동 노드 원래망 주

소 필드(472), 제4 이동 노드(310-4)의 원래망 주소가 기록되는 제4 이동 노드 원래망 주소 필드(473)를 갖는 제1 명

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474), 제1 멀티캐스트 패킷 필드(475)를 포함한다.

여기서, 링크로컬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471)에는 링크로컬 멀티캐스트 주소가 기록되고, 제1 멀티캐스트 패킷 필드(

475)에는 제1 멀티캐스트 패킷이 기록된 다.

제3 및 제4 이동 노드(310-3,310-4)는 외부망 대리자(340)로부터 수신되는 제6 및 제7 멀티캐스트 패킷에서 제1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464,474)를 각각 제거함에 따라 상대 노드(300)로부터 전송된 제1 멀티캐스트 패킷을 

확인한다.

이와 같이 구성되어 동작되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 아이피 네트워크에서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링 서비스 방법을 첨

부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 아이피 네트워크에서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링 서비스의 제1 실시예를 수행하기 위한 

플로우 챠트이다.

먼저, 원래망 대리자(320)는 홈 네트워크에 접속된 상대 노드(300)로부터 제1 내지 제4 이동 노드(310-1,310-2,31

0-3,310-4)에 전송하고자 하는 멀티캐스트 패킷을 수신한다(S500).

여기서,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은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신청한 제1 내지 제4 이동 노드(310-1,310-2,310-3,310-

4)가 속한 서비스 그룹의 멀티캐스트 주소가 포함된다.

이어, 원래망 대리자(320)는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의 전송 경로 즉, 터널링 경로인 제1 내지 제4 이동 노드(310-1,

310-2,310-3,310-4)를 파악한다(S502).

여기서, 원래망 대리자(320)는 제1 내지 제4 이동 노드(310-1,310-2,310-3,310-4)로부터 멀티캐스트 패킷을 수신

하고자 하는 가입 신호(join signal)를 미리 수신하고, 수신된 가입 신호에 의해 터닐링할 전송 경로를 파악하게 된다.

원래망 대리자(320)는 파악된 제1 내지 제4 이동 노드(310-1,310-2,310-3,310-4) 중 공통지역 전교 주소를 할당

받은 제1 및 제2 이동 노드(310-1,310-2)를 파악한다(S504).

이어, 원래망 대리자(320)는 파악된 제1 및 제2 이동 노드(310-1,310-2)의 공통지역 전교 주소를 목적지 주소로 갖

는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를 생성하고(S506), 생성된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에 의해 멀티캐스트 패킷을 

캡슐화한다(S508).

여기서, 캡슐화된 멀티캐스트 패킷은 원래망 대리자 주소가 기록되는 발신자 주소 필드, 링크로컬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 및 제1 및 제2 이동 노드 공통지역 전교 주소가 기록되는 목적지 주소 필드를 갖는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

, 멀티캐스트 패킷 필드를 포함한다.

원래망 대리자(320)는 캡슐화된 멀티캐스트 패킷을 제1 및 제2 이동 노드(310-1,310-2)로 전송하는 명시적 멀티캐

스트 터널링을 수행한다(S510).

위의 단계(S510)에서 캡슐화된 멀티캐스트 패킷은 복수의 경유 라우터에 의한 멀티캐스트 라우팅에 의해 제1 및 제2

이동 노드(310-1,310-2)에 전송될 수 있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이동 아이피 네트워크에서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링 서비스의 제2 실시예를 수행하기 위한 

플로우 챠트이다

먼저, 원래망 대리자(320)는 홈 네트워크에 접속된 상대 노드(300)로부터 제1 내지 제4 이동 노드(310-1,310-2,31

0-3,310-4)로 전송하고자 하는 멀티캐스트 패킷을 수신한다(S600).

이어, 원래망 대리자(320)는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을 전송할 경로 즉, 터널링 경로인 제1 내지 제4 이동 노드(310-

1,310-2,310-3,310-4)를 파악한다(S602).

원래망 대리자(320)는 파악된 터널링 경로인 제1 내지 제4 이동 노드(310-1,310-2,310-3,310-4) 중 외부망 대리

자 전교 주소를 갖는 이동 노드를 파악한다(S604).

즉, 원래망 대리자(320)는 제1 내지 제4 이동 노드(310-1,310-2,310-3,310-4) 중 외부망 대리자(340)에 접속되어

외부망 대리자 전교 주소를 할당받은 제3 및 제4 이동 노드(310-3,310-4)를 파악한다.

위의 단계(S604)에서 파악된 제3 및 제4 이동 노드(310-3,310-4)로 멀티캐스트 패킷을 전송하기 위하여 원래망 대

리자(320)는 제3 및 제4 이동 노드(310-3,310-4)의 원래망 주소를 목적지 주소로 갖는 제1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를 생성한다(S606).

이어, 원래망 대리자(320)는 생성된 제1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에 의해 상대 노드(300)로부터 수신된 멀티캐

스트 패킷을 캡슐화한다(S608).

원래망 대리자(320)는 제1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 내의 원래망 주소에 상응하는 제3 및 제4 이동 노드(310-3,

310-4)의 외부망 대리자 전교 주소를 파악한다(S610).

이어, 원래망 대리자(320)는 파악된 제3 및 제4 이동 노드(310-3,310-4)의 외부망 대리자 전교 주소를 목적지 주소

로 갖는 제2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 를 생성한다(S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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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망 대리자(320)는 제2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에 의해 위의 단계(S612)에서 캡슐화된 멀티캐스트 패킷을 

재 캡슐화한다(S614).

이어, 원래망 대리자(320)는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링을 통해 재 캡슐화된 멀티캐스트 패킷을 제3 및 제4 이동 노드

(310-3,310-4)가 접속되어 있는 외부망 대리자(340)에게 전송한다(S616).

여기서, 외부망 대리자(340)는 원래망 대리자(320)로부터 수신된 재 캡슐화된 멀티캐스트 패킷에서 제2 명시적 멀티

캐스트 터널 헤더를 제거한 후 제3 및 제4 이동 노드(310-3,310-4)로 전송한다.

또한, 제3 및 제4 이동 노드(310-3,310-4)는 외부망 대리자(340)로부터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에서 제1 명시적 멀

티캐스트 터널 헤더를 각각 제거함에 따라 상대 노드(300)로부터 전송된 멀티캐스트 패킷을 확인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아이피 네트워크에서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링 서비스 장치 및 방법은 공통지역 전교 주소를 할당받

은 이동 노드의 경우 공통지역 전교 주소를 목적지 주소로 하는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를 생성하고, 생성된 명

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에 의해 원래 패킷을 캡슐화하여 터널링을 수행한다.

또한, 본 발명은 외부망 대리자 전교 주소를 할당받은 이동 노드의 원래망 주소를 목적지 주소로 하는 제1 명시적 멀

티캐스트 터널 헤더를 생성한 후 원래 패 킷을 제1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에 의해 캡슐화한다. 이어, 이동 노드

의 외부망 대리자 전교 주소를 목적지 주소로 하는 제2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를 생성한 후 캡슐화된 멀티캐스

트 패킷을 제2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에 의해 재 캡슐화하여 터널링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복수의 이동 노드로 전송하기 위한 멀티캐스트 패킷을 터널링 할 때 복수개의 유니캐스트 터널

링을 수행하지 않고 멀티캐스트 터널링을 수행함에 따라 패킷 전송을 위한 대역폭 및 전송 시간을 줄일 수 있어 패킷

의 전송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상기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할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하

기의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상대 노드로부터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을 복수의 이동 노드로 전송하기 위한 터널링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상기 

이동 노드는 공통지역 전교 주소를 사용함-,

상기 상대 노드로부터 멀티캐스트 패킷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복수 이동 노드 중 상기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을 터널링할 경로 상에 위치하는 이동 노드를 파악하는 단계;

상기 터널링할 경로 상에 위치하는 이동 노드의 공통지역 전교 주소를 목적지 주소로 하는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생성된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에 의해 상기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을 캡슐화하는 단계;

상기 캡슐화된 멀티캐스트 패킷을 상기 이동 노드로 터널링하는 단계

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아이피 네트워크에서 멀티캐스트 터널링 서비스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는 원래망 대리자 주소 필드, 링크로컬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 및 상기 터널링할 전

송 경로상의 이동 노드 전교 주소 목록 필드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아이피 네트워크에서 멀티캐스트 터널링

서비스 방법.

청구항 3.
상대 노드로부터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을 복수의 이동 노드로 전송하기 위한 터널링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상기 

이동 노드는 외부망 대리자 전교 주소를 사용함-,

상기 상대 노드로부터 멀티캐스트 패킷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복수의 이동 노드 중 상기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을 터널링할 경로 상에 위치하는 이동 노드를 파악하는 단계;

상기 터널링할 경로 상에 위치하는 이동 노드의 원래망 주소를 목적지 주소로 갖는 제1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

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제1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에 의해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을 캡슐화하는 단계;

상기 터널링할 경로 상에 위치하는 이동 노드의 외부망 대리자 전교 주소를 목적지 주소로 갖는 제2 명시적 멀티캐스

트 터널 헤더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제2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에 의해 캡슐화된 멀티캐스트 패킷을 재 캡슐화하는 단계;

상기 재 캡슐화된 멀티캐스트 패킷을 상기 터널링할 전송 경로로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아이피 네트워크에서 명시적 멀 티캐스트 터널링 서비스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는 원래망 대리자 주소 필드, 링크로컬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 및 상기 터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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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상에 위치하는 이동 노드의 원래망 주소 목록 필드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아이피 네트워크

에서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링 서비스 방법.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는 원래망 대리자 주소 필드, 링크로컬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 및 상기 터널링 

경로 상에 위치하는 이동 노드의 외부망 대리자 전교 주소 목록 필드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아

이피 네트워크에서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링 서비스 방법.

청구항 6.
상대 노드로부터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을 복수의 이동 노드로 전송하기 위한 터널링 서비스 장치에 있어서-상기 

이동 노드는 공통지역 전교 주소를 사용함-,

상기 상대 노드로부터 멀티캐스트 패킷을 수신하는 수단;

상기 복수 이동 노드 중 상기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을 터널링할 경로 상에 위치하는 이동 노드를 파악하는 수단;

상기 터널링할 경로 상에 위치하는 이동 노드의 공통지역 전교 주소를 목적지 주소로 하는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를 생성하는 수단;

상기 생성된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에 의해 상기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을 캡슐화하는 수단;

상기 캡슐화된 멀티캐스트 패킷을 상기 이동 노드로 터널링하는 수단

을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아이피 네트워크에서 멀티캐스트 터널링 서비스 장치.

청구항 7.
상대 노드로부터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을 복수의 이동 노드로 전송하기 위한 터널링 서비스 장치에 있어서-상기 

이동 노드는 외부망 대리자 전교 주소를 사용함-,

상기 상대 노드로부터 멀티캐스트 패킷을 수신하는 수단;

상기 복수의 이동 노드 중 상기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을 터널링할 경로 상에 위치하는 이동 노드를 파악하는 수단;

상기 터널링할 경로 상에 위치하는 이동 노드의 원래망 주소를 목적지 주소로 갖는 제1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

를 생성하는 수단;

상기 제1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에 의해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을 캡 슐화하는 수단;

상기 터널링할 경로 상에 위치하는 이동 노드의 외부망 대리자 전교 주소를 목적지 주소로 갖는 제2 명시적 멀티캐스

트 터널 헤더를 생성하는 수단;

상기 제2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에 의해 캡슐화된 멀티캐스트 패킷을 재 캡슐화하는 수단;

상기 재 캡슐화된 멀티캐스트 패킷을 상기 터널링할 전송 경로로 전송하는 수단

을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아이피 네트워크에서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링 서비스 장치.

청구항 8.
상대 노드로부터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을 복수의 이동 노드로 전송하기 위한 터널링 서비스 장치에 있어서-상기 

이동 노드는 공통지역 전교 주소를 사용함-,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상기 메모리에 결합되어 상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프로세서

를 포함하되,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프로그램에 의해,

상기 상대 노드로부터 멀티캐스트 패킷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복수 이동 노드 중 상기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을 터널링할 경로 상에 위치하는 이동 노드를 파악하는 단계;

상기 터널링할 경로 상에 위치하는 이동 노드의 공통지역 전교 주소를 목적지 주소로 하는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생성된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에 의해 상기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을 캡슐화하는 단계;

상기 캡슐화된 멀티캐스트 패킷을 상기 이동 노드로 터널링하는 단계

를 실행하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아이피 네트워크에서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링 서비스 장치.

청구항 9.
상대 노드로부터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을 복수의 이동 노드로 전송하기 위한 터널링 서비스 장치에 있어서-상기 

이동 노드는 외부망 대리자 전교 주소를 사용함-,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상기 메모리에 결합되어 상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프로세서

를 포함하되,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프로그램에 의해,

상기 상대 노드로부터 멀티캐스트 패킷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복수의 이동 노드 중 상기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을 터널링할 경로 상에 위치하는 이동 노드를 파악하는 단계;

상기 터널링할 경로 상에 위치하는 이동 노드의 원래망 주소를 목적지 주소 로 갖는 제1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

더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제1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에 의해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을 캡슐화하는 단계;

상기 터널링할 경로 상에 위치하는 이동 노드의 외부망 대리자 전교 주소를 목적지 주소로 갖는 제2 명시적 멀티캐스

트 터널 헤더를 생성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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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에 의해 캡슐화된 멀티캐스트 패킷을 재 캡슐화하는 단계;

상기 재 캡슐화된 멀티캐스트 패킷을 상기 터널링할 전송 경로로 전송하는 단계

를 실행하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아이피 네트워크에서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링 서비스 장치.

청구항 10.
상대 노드로부터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을 복수의 이동 노드로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링하는 이동 아이피 네트워

크에서 상기 복수의 이동 노드로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링되는 멀티캐스트 패킷이 포함되는 데이터 신호에 있어서-

상기 이동 노드는 공통지역 전교 주소를 사용함-,

상기 복수의 이동 노드로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링되는 멀티캐스트 패킷은

상기 멀티캐스트 패킷을 터널링할 경로 상에 위치하는 이동 노드의 공통지역 전교 주소를 목적지 주소로 갖는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

상기 상대 노드로부터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이 기록되는 페이로드

를 포함하되,

상기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는

원래망 대리자 주소 필드, 링크로컬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 및 상기 터널링 경로 상에 위치하는 이동 노드의 원래망 주

소 목록 필드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신호.

청구항 11.
상대 노드로부터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을 복수의 이동 노드로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링하는 이동 아이피 네트워

크에서 상기 복수의 이동 노드로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링되는 멀티캐스트 패킷이 포함되는 데이터 신호에 있어서-

상기 이동 노드는 외부망 대리자 전교 주소를 사용함-,

상기 복수의 이동 노드로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링되는 멀티캐스트 패킷은

상기 멀티캐스트 패킷을 터널링할 경로 상에 위치하는 이동 노드의 원래망 주소를 목적지 주소로 갖는 제1 명시적 멀

티캐스트 터널 헤더;

상기 멀티캐스트 패킷을 터널링할 경로 상에 위치하는 이동 노드의 외부망 대리자 전교 주소를 목적지 주소로 갖는 

제2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 및

상기 상대 노드로부터 수신한 멀티캐스트 패킷이 기록되는 페이로드

를 포함하되,

상기 제1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는

원래망 대리자 주소 필드, 링크로컬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 및 상기 터널링 경로 상에 위치하는 이동 노드의 원래망 주

소 목록 필드를 포함하고,

상기 제2 명시적 멀티캐스트 터널 헤더는

원래망 대리자 주소 필드, 링크로컬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 및 상기 터널링 경로 상에 위치하는 이동 노드의 외부망 대

리자 전교 주소 목록 필드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신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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