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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PCS 환경하에서 이동단말기의 에이전트로 행동하기 위하여 통신네트워크 노드내에 존재하는 사용자프로

세스에 관한 것이다. 사용자프로세스는 사용자를 위한 모든 협상과 복잡한 시그날링 기능을 다루며, 따라서, 값나가는

공중 인터페이스를 통해야 하는 시그날링 트래픽량을 감소시켜 준다. 낮은 호출설정 시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용

자가 이동함에 따라 사용자프로세스가 이주해야 한다. 사용자프로세스를 이주시키기 위한 세가지 메카니즘의 구현이

제시된다. NAIVE방식은 전달되어야 하는 데이타의 크기를 최적화시켜 비용이 적게 들게 한다. 이 방식은 또한 이주

가 이질적인 환경을 통해 이루어질 때 융통성을 제공한다. TERN이라고 불리우는 두번째 방식은 프로그램이 계산이 

많고 비동기 이주가 불가피할 경우에 특히 유네트워크하다. 마지막으로, 콘더 방식은 체크포인팅의 형태에 있어 고신

뢰성을 주지만 이주 지연이 크고 네트워크 프로세서를 위해 메모리의 필요성이 높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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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이주하는 사용자에이전트가 사용되는 하나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이동단말이 처음 가동되었을 때의 등록절차를 보여주는 도면,

도 3은 호출이 들어오는 동안 본 발명의 사용자프로세스의 절차가 도시되어 있는 도면,

도 4는 호출이 나가는 동안 본 발명의 사용자프로세스의 절차가 나타나 있는 도면,

도 5는 클러스터가 바뀌는 동안 본 발명의 사용자프로세스의 절차가 나타나 있는 도면,

도 6은 이주하는 사용자프로세스인 본 발명의 세가지 실시예의 성능데이타를 보여주는 도면,

도 7은 첫번째 바람직한 이주계획(migration scheme)의 실시예를 보여주는 도면,

도 7A는 도 7의 이주계획에 관한 흐름선도를 보여주는 도면,

도 8은 두번째 바람직한 이주계획의 실시예를 보여주는 도면,

도 8A는 도 8의 이주계획에 관한 흐름선도를 보여주는 도면,

도 9는 어떠한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user signaling server)와도 통신할 수 있는 상기 네트워크내의 무선포트(radio

ports)를 가능하게 하는 두가지 계획을 보여주는 도면,

도 10은 세번째 바람직한 이주계획과 관련한 흐름선도를 보여주는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PCS네트워크 11 : 무선포트

12 : 클러스터 1 13 : 데이터그램 라우터

14 :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 15 : 교환기

16 : 홈 콜 서버 17 : ATM 교환기

18 : 접속 서버 20 : 사용자프로세스

22 : 위치탐색 서버 23 : 채널 서버

24 : CSS 25 : 채널 서버

26 : 등록 28 : 무선 포트

40 : 핵심부 42 : 실행부 구사용자프로세스

44 : 사용자 46 : 스택

48 : 데이타 50 : 텍스트

52 : 초기화된 데이타 54 : 심볼 및 디버깅 정보

70 : 사용자 시스날링 서버(SRC) 72 :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DST)

74 : 텍스트 세그먼트 76 : 데이타 세그먼트

78 : 스택 세그먼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중인 사용자를 위한 개인휴대통신서비스(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 : PCS)를 위한 통신 네트

워크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이동 사용자를 대신하며, 이동 사용자를 대신하여 복잡한 시그널링 기능을 수

행하는 네트워크 기반 에이전트(network based agent)에 관한 것이다.

진일보된 개인휴대통신서비스(Personal Communications Services;PCS)는 다양한 이동단말기에 차별화된 품질의 

멀티미디어 통신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단말기들은 저마다 능력(capability)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협상(negotiation)과 양립성(compatibility)을 위한 복잡한 점검방법들이 필요하게 된다. 그 결과로서, 송수신 

경로에 사용자 정보가 설정되기 전에 일련의 메시지의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서비스가 보장되는 대부분의 대규모 무선 시스템에 있어서, 시그날링은 공유 채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시그날링 채널의 혼잡으로 인하여 시스템상의 많은 사용자들의 성능은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소중한

전파자원을 차지하는 복잡한 시그날링 방식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는 기술한 바와 같은 보다 진보된 P

CS서비스 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충돌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고객과 서버간에 서로 극히 상이한 미디어를 통하여 직접 연결된 경우, 예컨대, 유선과 무선 미디어인 경우에

는 이들간에 '간접적인' 통신방법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간접성은 무선고객이 고정된 통신네

트워크를 갖고 통신할 수 있게 하는 중개 서버의 도입으로 실현될 수 있다. 중개 서버를 도입하는 동기는 무선 단말기

는 처리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중개 서버는 고정 통신 네트워크에 존재하는데, 높은 대역폭접속과 대규모 연

산자원에 작용한다. 이러한 특징은 서버와 이동 단말기사이에 기능성을 조심스럽게 분리함으로써 나타난다. 이 중개

서버가 특정 이동 사용자에게 적용되면 이동 사용자를 대신하여 행동을 취하는데 이것을 '사용자 에이전트(User Age

nt)'라고 부른다.

1995년 7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제 45차 IEEE 운송기술학회의 학회집에 실렸던 G. Y. Liu, G. Q. Maguire. Jr.의 '

무선 데이타 서비스를 위한 효율적인 이동성 관리지원'의 예를 보면, 두가지 종류의 에이전트가 제안되고 있다. 그 하

나는 개인적 에이전트(Personal Agent, P-Agent)로서 네트워크상에 있는 사용자의 에이전트이고, 또 다른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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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유동 에이전트(Mobile Floating Agent; MF-agent)이다. P-agent는 사용자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 로직(service

logic)과 서비스 데이타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통신 세션들을 통제한다. MF-agent는 원격지점에 있는 P-agent에 의

해 지정된다. MF-agent는 임시 P-agent가 되어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트워크 에이전트의 또 다른 예는, 1993년 8월의 Usenix Mobile and Location-Independent Computing Symposi

um의 학회지에 실린 N. Adams, R. Gold, B. Schilit, M. Tso 및 R. Want의 '이동 컴퓨터를 위한 적외선 네트워크'의 

ParkTab 네트워크에서 보여진다. ParkTab 네트워크에서는 에이전트는 해당하는 이동 사용자에게 요구사항을 전달

하는 역할을 하며, 사용자가 셀에서 다른 셀로 이동할 때 그 위치를 추적하는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에이전트는 특정

이동단말기의 라우팅 기능을 수행하는 Mobile IP Scheme의 이동 지원 라우터(router)라고 볼 수 있다. ParkTab에

서 개발된 골격 시스템은 Watson에서 사용되고 있고, 1994년 12월의 Workshop on Mobile Computing Systems a

nd Applications에서의 'Application design for wireless computing,'에서는 네트워크 에이전트 처리는 접속을 수

행하고 응용 프로그래머간 접속을 담당한다. 여기서 응용들은 언제나 에이전트를 통하여 통신을 한다.

각종 에이전트들은 그들이 제어 정보나 이동자로부터 주고 받은 데이터에 영향을 끼치는가에 여부에 따라 상호 구별

된다. 예컨대 ParcTab에서는 에이전트는 이동자(the mobile)로 가는 데이타를 처리한다. 선행기술상에 나타난 소위 

에이전트들은 이동자와 오고가는 데이타를 다중화 및 역다중화하며 데이타 처리량이 방대해지는 결점이 있다.

에이전트의 이동성 문제는 대개는 각기 상황에 맞추어 해결되어 온 것으로서 중요한 것이다. 에이전트 개념을 사용하

는 많은 시스템들은 구체적 적용으로 인해 고정 에이전트를 상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ParkTab 네트워크는 실내용

으로 설계되어 방 크기 정도의 셀을 가지며, 따라서 에이전트는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지정이 된다. 그러나 보다 넓은 

면적에서의 시그날링을 지원하려면 고정 에이전트는 대 부분의 경우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커다란 설정 지연을 보

이게 될 것이다.

선행 기술상에서 또 다른 것은 이동성을 사용자 에이전트에게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한 바 있다. 콜럼비아 대학 컴퓨

터과학과의 Schilit와 D. Duchamp는 기술보고서 TR CUCS-004-9 1 'Adaptive Remote Paging for Mobile Comp

uters'에서 이동단말기로부터 나온 데이터 페이지들이 고정 네트워크내의 기계상의 주기억 장치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네트워크상에 원격 저장된다. 페이지들은 사용자가 이동할 때 장착 시간(loading time)을 작게 유지하기 위해 이

주(migration)한다. G. Y. Liu와 C. Q. Maguire Jr.에 의하여 작성된 왕립기술원의 기술보고서 TRITA-IT R 9501'A 

Virtual Distrubuted System Architecture for Supporting Global-Distributed Mobile Computing'에서 이동 사용

자를 추적하기 위한 예측 알고리듬이 소개되었다. MF-agent는 그들의 새로운 위치에 있는 자원들을 액세스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이동 사용자 근처의 가까운 지점에 있다.

선행 기술상의 에이전트의 유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이동 사용자 에이전트(mobile user agent) 

및 이와 관련한 사용자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 사용자 프로세스는 제어 정보만을 취급하면서 단지 새로운 

위치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기계(machine)들간을 이주할 때 모든 상태 정보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PCS 환경내에서 이동 단말을 위한 에이전트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노드상에 존재하는 사용자 프

로세스에 관한 것이다. 사용자 프로세스는 사용자를 위한 모든 협상(negotiation)과 시그날링을 다루며, 값비싼 공중 

인터페이스를 통하는 시그날의 트래픽량을 줄일 수 있다. 사용자 프로세스는 이동 단말을 흉내낸다. 그것은 이동 단

말의 모든 능력과 응용에 대해 알고 있으며 단말의 현상태에 대하여 알고 있다 아무리 복잡한 시그날링 과정이라도 

이동 단말을 대신하여 협상을 행하는 사용자 프로세스에 의해 끝이 난다. 사용자 프로세스는 통신 프리미티브(comm

unication primitives)를 닮은 간단한 메시지를 사용하여 이동 단말과 통신한다. 호출 설정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사

용자 프로세스는 사용자가 움직임에 따라 이주한다.

이주하는 사용자 프로세스를 위한 세가지 메카니즘이 구현된다. NAIVE법은 전달되어야 하는 데이타량을 최적화하여

적은 비용이 들게 한다. 이 방법은 서로 이질적인 환경사이를 이주할 때 융통성을 제공한다. TERN법이라고 불리우는

두번째 방법은 프로그램이 계산이 많거나 비동기 이주가 필수적인 때에 우수한 방법이다. 세번째 방법인 코더는 체크

포인팅 형태에 있어서 높은 신뢰성을 보여주지만, 이주 지연이 심하고 네트워크 처리기에 필요한 기억 장치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개인 휴대 통신 환경하에서 이동 사용자를 대신하는 네트워크 기반 에이전트이다. 사용자 프로세스로 지칭

되는 그 에이전트는 관련 이동 단말을 대신하여 호출처리와 관련된 복잡한 시그날링 기능을 수행하여, 값비싼 공중 

인터페이스를 통과해야 하는 시그날링 트래픽량을 감소시킨다. 낮은 호출 설정 지연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용자 프로

세스는 이동 단말의 움직임에 따라 이주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용자 에이전트는 PCS 환경내에서 동작한다. 도 1을 보면, 예시적인 PCS 네트워크(10)가 간략화

되어 도시되어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각 네트워크(10)는 클러스터(cluster)(12)라고 하는 지역들로 나누어진다. 각 

클러스터(12)내에는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14), 콜서버(16), 및 접속 서버(18)들이 있다.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14)는

클러스터내에서 작동하는 이동 단말을 대신하는 다수의 사용자 프로세스(20)를 수용한다. 클러스터(12)내의, 본 명세

서에서 이동 단말이라 지칭되는 이동국(mobile station)(24)이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14)에 할당된다. 사용자 프로세

스(20)는 현재 이동 단말을 맡고 있는 기지국(base station)(23)을 통하여 이동 단말과 통신하며, 기지국은 예컨대, 

이동 단말과 무선으로 통신하는 채널 서버 및 무선 포트(28)를 포함한다. 콜서버(16)는 네트워크상태를 호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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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시키고, 접속 서버(18)는 사용자 정보(음성 또는 데이타)가 전달되는 통신 경로(path)를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접속 서버(18)와 기지국(23) 사이에는 다수의 채널 서버(25)와 ATM 교환기와 같은 교환기(17)가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 각각은 당업자라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통신 경로를 설정하는 것에 관계된다.

각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내에서 이동 단말의 위치를 추적하는 기능을 가진 다수의 위치 탐색 서버(location server)(2

2)를 포함한다. 위치 탐색 서버(22)는 클러스터와 관계없이 클러스터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이동 단말의 움직임을 추

적한다. 이동 단말의 전원이 온되면, 그 이동 단말은 위치 탐색 서버에 등록된다. 클러스터 기반 네트워크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보려면 제목이 Method and System For Distributed Control In Wireless Cellular And Personal C

ommunication Systems이고 출원 일자가 1994년 10월 17일이며 출원 번호가 08/324,427인 미국 특허 출원을 보면

되며, 이것은 본 출원에서 참고문헌으로 인용된다.

도 2를 참조하면, 이동 단말(24)의 등록 절차가 도시되어 있다. 이 등록은 이동 단말이 제공한 프로파일(profile)(26)

을 포함한다. 이 프로파일(26)은 응용이 구동중인 이동 단말(24)의 호환성(Compatibility) 정보와 사용자 프로세스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다른 사용자의 특정 정보를 포함한다. 사용자 프로파일 데이타의 한 예가 IS-95의 MOB_TERM 

파라미터인데, 그것은 셀룰러 사용자가 입력 호출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표시한다. 위치 탐색 서버(22)는 이동 단말

(24)의 현재의 클러스터를 기록하고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14)에게 명령하여 이동 단말을 대신하는 사용자 프로세스

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이 사용자 프로세스는 사용자를 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자 프로파일에 적재된다.

전원 오프 등록은, 전원 온 시의 공정과 유사하게, 위치 탐색 서버가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를 지시하여 사용자 프로세

스를 종료시킨다.

사용자 프로세스의 기능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하에서는 호출 설정을 위한 시나리오를 설명한다. 이동 단말(24)에 

호가 배치되면 도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트워크는 피호출 이동 단말을 대신하는 사용자 프로세스(20)에게 호를 보

낸다. 피호출 이동 단말과 호출자 혹은 네트워크사이에 행해져야 하는 협상이나 호환성 점검이 있다면 사용자 프로세

스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호출 설정 시점에 협상이나 호환성 점검이 이루어진다. 사용자 프로세스(20)가 호를 받아들

이기로 결정한 경우, 이동 단말의 정확한 위치, 예컨대 한 클러스터내의 특정 무선 포트(28)를 판정하기 위해 그 이동 

단말(24)을 호출한다. 그리하여, 아이들(idle)중일 때는 클러스터의 크기, 그리고 호출 설정 시간에 결정된 단말의 위

치에 따라 이동 단말을 추적하고, 그에 의해 등록 수와 필요한 호출량을 적절히 조정하여 최적화시킨다.

이동 단말(24)이 호출을 신청하기를 원하면,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말은 사용자 프로세스(20)에 신호를 전송하

고 특정 유형(type)의 호(call)를 요구한다. 사용자 프로세스(20)는 호 유형(call type)을 이동 단말에서 이행되는 특

정한 서비스 및 응용(application)에 매핑(mapping)하고 호를 요구한다. 피호출측과 이동 단말간에 반드시 필요한 어

떤 협상이 있다면 그것은 사용자 프로세스(20)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앞에서 간단히 설명하였듯이, 본 발명은 기본적으로 사용자 프로세스가 이동 사용자를 따라서 이주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사용자 프로세스 이동성 관리를 하게 한 것이다. 이동 단말(24)이 클러스터의 경계를 지날 때, 위치 단말(24)은, 

위치탐색 서버(22)에 의해 새로운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15)에 할당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사용자 프로세스는 현 위

치로부터 새로운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15)로 이주한다. 이주를 위해서는 처리 프로세스가 필요하며, 이는 단순히 다

시 예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처리 프로세스가 보존되어야 하는 사용자의 현 상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이

다. 이들 파라미터는, 예를 들어 이동 단말이 현재 동작중인 호에 대한 호 표시자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자는 사용

자 프로파일 정보를 공중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반복하여 적재(load)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공중 인터페이스상에 서 

불필요한 적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용자에게 보안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클러스터간의 이주는 관리상의 문제일 뿐이므로 이전의 많은 이주 프로세스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명쾌한 이주 프로

세스가 필요치 않다. 본 예에서, 프로세스 자체는 새로운 위치에서 실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프로세스는 그것이 

이주한 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주 계획을 수립하며 이주를 지원한다. 특정 프로세스는 이주하고 있으며 임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주하는 특정 프로세스에 따른 정보가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주해야 하는 사용자 프로세스는 

어떠한 공개 파일 설명자나 어떠한 신호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메카니즘은 특정 목적의 신호 처리나 

파일 처리 루틴이 필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이주는 통신 논리(communication logic)가 응용 처리 논리(processing logic)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며, 따라서, 이주한 후에 프로세스를 위한 통신 채널을 재설정하는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Mobi

datajournal의 1994년 11월호의 Vol.1, No.1으로 실린 T. Ahmad, M. Clary, O. Densemore, S. gadol, A, Keller 

및 R. Pang의 'The DIANA approach to mobile computing' 에서는 통신 방법과 응용의 처리 논리를 서로 분리시킨 

새로운 방식이 소개되었다. 이 방식은 이주 메카니즘이 통신 로직이 아닌, 처리 논리 특정 요소를 이주시키는 것만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주 프로세스와 관련된 단계가 도 5에 도시되어 있다.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구(old)는 14, 목표(target)는 15)는 서

로 다른 클러스터에 있는 지점에 각각 존재하고 있다. 이동국(24)이 클러스터를 바꿀 때에는 위치 탐색 서버(22)에 R

EGISTERATION 메시지를 발생한다. 위치 탐색 서버(22)는 프로세스를 이주시키기 위하여 목표 사용자 시그날링 서

버(15)에 MIGRATE 신호를 보낸다. 목표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15)는 목표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에 사용자 프로세

스(20)에 관한 정보를 넘겨주는 구(old)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14)와 통신을 하는데, 넘겨주는 정보는, 예를 들면 데

이타 및 스택(stack) 페이지, 사용자의 상태, 및 모든 사용자 프로파일 정보 등이다. 구 시그날링 서버(14)는 이주가 

진행되는 동안에 사용자 프로세스로 가는 모든 메시지를 버퍼링하기 위하여 사용자 프로세스(20)를 대신하여 스텁 

프로세스(stub process)를 유지한다. 새로운 사용자 프로세스(20)는 구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14)에 존재하는 스텁 

프로세스로부터 버퍼링된 메시지를 요청한 후 정상 프로세스를 재개한다. 스텁 프로세스는 유휴 종료 기간후에 종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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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내에서 사용자 프로세스를 유지하고 이주시키는 데에는 두가지의 잇점이 있다: 적은 공중 신호 트래픽 및 낮

은 호출 설정 시간이 그것이다. 공유된 공중 신호 채널을 통해 생성된 시그날링 트래픽의 양의 감소로 인한 잇점은 네

트워크 내에서의 사용자 프로세스의 유지에 기인한다. 도 3 및 도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동 단말(24)과 사용

자 프로세스(20)간에 호를 설정하기 위한 메시지가 거의 필요없다. 그 대신에, 신호용 메시지 다발이 사용자 프로세스

와 네트워크상의 사용자 혹은 서버간에 교환된다. 게다가, 사용자 프로세스가 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사용자 

단말기를 호출할 필요가 없다. 이는 병목현상으로 알려진 네트워크상의 호출 트래픽을 감소시킨다. 호출 설정시간의 

감소로 인한 잇점은 사용자 프 로세스가 이동 단말 근처에 위치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다른 접근 방법은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에 파워업 등록중에 생성되었던 사용자 프로세스를 고정(anchor)시키는 방법

이다. 사용자가 이동함에 따라, 무선 포트는 고정된 사용자 프로세스의 위치와 함께 갱신된다. 이에 따라 이동 단말의 

새로운 무선 포트는 이동국으로부터 생성된 호 요청 또는 다른 메시지를 적절한 사용자 프로세스에 보낼 수 있게 된

다. 이와 유사하게, 이동국이 이동 추적에 사용되는 클러스터를 바꿀 경우, 사용자 프로세스는 입력 호출의 전달을 위

하여 이동국을 호출하게 하는 새로운 페이징 영역 데이타로 갱신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단점은, 이동 단말이 사용자 

에이전트(user agent;UP)가 위치한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에서 제거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시그날링 메시지 천이시간

및 호출 설정 시간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 이다.

도 9는 무선포트(28)가 어떠한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14)와도 통신할 수 있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그

첫번째 방법은 비접속 데이타그램 라우터(13)를 통한다. 이 경우에는, 이동 단말(24)이 처음 무선 포트에서 새로운 무

선 포트(11)로 이동할 때, 클러스터내에 있는 그 새로운 무선 포트 또는 다른 무선 포트가 새로운 시그날링 서버의 데

이타그램 주소로 갱신된다.

두번째 방법에서는, 접속에 기초한 시그날링 접속, 예컨대 비동기 전송 모드(Asynchronous Transfer Mode) 가상 

채널 접속(15, 17)이 무선 포트로부터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에까지 사용된다. 이 시그날링 접속은 미리 설정되어 있

거나 사용자가 움직일 때 설정된다. 비접속 방식의 장점은 무선 포트 갱신이 접속 설정 과 정보다 더 단순하다는 데 

있다. 반면에, 접속 기반 시그날링은 전형적으로는 데이타그램 라우터를 통한 시그날링보다 속도가 빠르다.

어떤 경우든, 사용자 프로세스의 이주를 분석할 때는, 이주 사용자 프로세스의 가능한 구현의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

해서 관련된 총비용이 분석된다. 시그날링 부하(signaling load)를 고려할 때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로칼(local)화된 

지역 밖으로 이동할 때, 장거리, 또는 네트워크간 시그날링 접속점의 혼잡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의 시그날링 메시지

이다.

사용자가 클러스터를 바꿀 때 사용자 프로세스를 이주시키는 제안은 사용자 프로세스를 이주시킴에 의해 초래되는 

유일한 부담은 이주 과정 그 자체뿐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도 2 내지 도 4에서 보여지듯이, 등록 절차 혹은 사용자 프

로세스가 이주한다는 사실로부터 오는 호 제어와 관련된 추가 시그날링의 부담이 없다.

도 5에서 보여지듯이 클러스터를 바꾸는 과정은, 위치 탐색 서버가 이동 사용자가 위치하는 클러스터와 독립적으로 

위치할 때, MIGRATE 및 MIGRATE_DONE 명령이 장거리 시그날링 링크를 이동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도 5의 TRA

NSFER 명령은 두 개의 서로 이웃하는 클러스터간의 메시지 교환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사용자 프로세스를 이주시

키는 것과 관련된 장거리 시그날링 부담은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와 위치 탐색 서버간에 MIGRATE 및 MIGRATE_DO

NE 메시지의 교환에 한정된다. 이 메시지들은 모두 합하여 약 150바이트 정도이다.

[표 1]

이주로 인하여 얻어지는 부담을 평가하기 위해서, 표1에 정리된 것과 같은 PCS 통신 네트워크의 특성을 위한 공통적

인 가정을 사용한다. 단말의 이동 방향이[0, 2π]사이에서 균일하고 유체 흐름 이동성 모델(fluid flow mobility mod

el), 예컨대, 1988년 9월의 Proc. of 3rd Nordic Sem., paper 9.4, Copenhagen, Denmark에 실린 R. Thomas, H. G

ilbert와 G. Mazziotto의 'Influence of mobile station on the performance of a Radio Mobile cellular network'와 

같은 것에서, 클러서터의 경계를 넘는 이동 레이트(rate)는 다음과 같다.

표 1의 값이 주어지면, 하나의 클러스터는 경계에서, 초당 5.85번 통과가 있다. 네트워크상의 128개의 클러스터를 설

명하려면, 전체적으로 본 제안은 900Kbps의 장거리 시그날링 부담이 생긴다. 따라서, 좀더 빠른 접속설정을 위하여 

사용자 프로세스를 이주시키는 데 드는 부담은 적정선에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믿어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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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프로세스(process)를 이주시키는 방식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몇가지 고려사항이 있다. 첫째로, 처리 프로세스를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이주시키는데 있어서 시간 지연은 작을수록 좋다. 이것은 사용자 프로세스가 이주하는 동안

에는 어떠한 처리도 수행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주중에 메시지가 과거의 위치에서 대기하

는 일이 생기는 경우 호출 설정 지연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반면에, 사용자 프로세스 이주가 시작되기 위해 기다리

는 동안에 사용자 프로세스가 동작중이기 때문에 이주 시작 지연 시간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환경을 조작하

는 데 있어서의 융통성(flexibility) 문제는 별도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특수 목적의 운영체계를 필요로 하는 방식은 제

외하기로 한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본 발명의 실현을 위해 세가지의 서로 다른 실시예가 고려되는데, 각각은 필요한 

정도의 융통성을 갖는다. 각기 다른 부하(이 경우에는 이주 프로세스의 데이타의 크기)에서의 이주 속도에 기초하여 

성능비교가 행해진다. 각 경우에 있어서, 모든 노드는 사용자 프로세스가 머무를 수 있는 실행가능한 암호를 갖고 있

다고 가정하는데, 이는 이것이 한 노드에서 목적지 노드까지 옮겨져야 할 정보량이 적어지고, 결국 이주 지연을 감소

시키기 때문이다.

고려된 방식들, 즉 Condor방식, TERN방식 및 NAIVE방식은 그들이 운영체계 내부까지 접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환경을 조작하는 면에서는 융통성이 있다. Condor방식은 완전히 사용자 레벨(user level)에서 작동된다. TERN 방식

에서 유일한 요구사항은 그것이 시스템의 커널(kernal) 가상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는 것이다. NAIVE방식

은 변수들을 절약하고 이주시 그것들을 다시 읽어들임으로써 이주 자체만을 관리하는 프로세스(process)를 필요로 

한다.

대부분의 프로세스 이주 방식은 천이 메시지의 형태로 숨은 상태(hidden state)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통신에 관

련된 시스템 콜, 예컨대, 소켓 시스템 콜(socket system call)을 다루지 않는다. 예시한 경우에 있어서, 이주한 후의 

프로세스순서에 따라서 모든 천이 메시지가 배달될 것만을 요구하고 기계(machine) B로 이주한 후에 기계 A에 있는 

사용자 프로세스를 의도한 메시지가 실제로 배달되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메시지의 방향 재설정(redirec

tion) 문제는 이동국이 이동할 때, 패킷이 이동국의 새로운 주소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는 이동 IP 

메카니즘에서 닥치는 문제점과 비슷하다. 본 발명자는, 이주 단계동안에 도달하는 어떤 메시지라도 저장하는 임시적

인 스텁(stub)을 만들고, 그것이 안정화된 후에 그 스텁을 이주된 프로세스에 전달하게 하였다.

사용자 프로세스 이주 방식의 첫번째 바람직한 실시예는 1992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Usenix Winter Conferenc

e에서의 M. Litzkow 및 M. Solomon의 'Supporting checkpointing and process migration outside the Unix kern

al' 및 1988년 6월 산호세에서 열린 8차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stributed Computing Systems에서의 M. J.

Litzkow, M. Livny와 M. W. Mutka의 'Condor- A Hunter of Idle Workstations'에서 제시된 Condor 이주 시스템

에 기초한다. Condor시스템은 프로세스 이주를 완전히 사용자 레벨에서 지원하고 UNIX 기초위에 구현된다. 기술의 

핵심은 체크포인팅(checkpointing) 개념이다; 프로세스는 한 기계에서 체크되고 다른 기계에서 다시 시작된다. 프로

세스에 관한 한, 이주는 신호와 원래의 기계에서 발생하는 setjmp호(call) 및 새로운 기계에서 발생하는 longjmp호의

도착처럼 보인다.

Condor방식의 기본적인 사상은 처음의 사용자 프로세스의 핵심 기억 내용은 버리고(dump), 새로운 목적지에서 그것

을 재창조하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하면, 기억 장치에 있는 모든 것이 옮겨지고 그 후에 사용자 프로세스가 시작된다. 

도 7을 보면, 본 발명에 의한 사용자 프로세스(20)의 실시예가 나타나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자 프로세

스(20)는 핵심부(core)(40)와 실행부(executable)(42)의 두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된다. 핵심부(40)는 사용자 영역

(44), 스택(stack)(46) 및 데이타 저장부(48)를 포함한다. 실행부(42)는 텍스트(50), 초기화 데이타(52) 및 심볼 및 디

버깅 정보(54)를 포함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ondor 방식은 하나의 기계로부터 다른 기계로 사용자 프로세스

를 체크 포인트한다. 새로운 기계(또는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에서 체크 포인트된 새로운 사용자 프로세스(21)는 스

택(46), 심볼 및 디버깅 정보(54), 초기화된 데이타(52) 및 텍스트(50)를 포함한다.

이동국이 클러스터를 바꾼 후 사용자 프로세스를 이주시키는 Condor 방식의 구현과 관계된 각 단계들은 도 7A의 흐

름선도에 정리되어 있고 다음과 같다:

1.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USS)가 사용자 프로세스에 SIGTSTP 신호를 보낸다(110).

2. 사용자 프로세스가 원래의 사용자 프로세스에 보내진 메시지를 저장하는 자 스텁 프로세스(child stub process)를

포크 오프(fork off)한다(120).

3. 부 사용자 프로세스(parent user process)는 중요한 레지스터를 임시 저 장소에 저장하기 위하여 setjmp를 실행

하고 코아를 버리고 빠져나온다(130).

4. USS가 핵심부에서 목표 USS로 정보(데이타 및 스택 페이지들)를 옮긴다(140).

5. 목표 USS가 노드에 있는 실행부로부터 텍스트 세그먼트를 사용하여 새로운 사용자 프로세스와 구 사용자 시그날

링 서버로부터 받은 스택 및 데이타 세그먼트를 만든다(140).

6. 사용자 프로세스는 통신 채널을 설정한다.

7. 사용자 프로세스는 스텁 프로세스에 READY 메시지를 보내고 버퍼링되어 있던 임의의 미해결 메시지를 받는다(1

50).

8. 사용자 프로세스는 자기가 떠난 곳으로부터 실행을 계속하기 위해 longjmp를 실행한다(150).

이러한 모든 단계들은 사용자 레벨에서 이루어짐을 주목하라. 생성된 새로운 사용자 프로세스는 체크포인트 파일이 

되며, 후에 기계나 네트워크가 파손되었을 경우 재점검될 수 있다. Condor는 범용 메카니즘이기 때문에, 이주는 비동

기로 시작되는데, 비동기란 즉 프로세스가 암호내의 어느 지점에서든지 중지될 수 있고 따라서 이주 호(migration cal

l)에 대해 빠른 응답을 보일 수 있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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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두번째 바람직한 실시예는 1992년의 IIT MADRAS 컴퓨터 과학과의 B.Tech projexr report인 M. Kanna

n의 'TERN-migration mechanism and the communication layer' 및 K.G. Venkatasubramanian의 ''Processing a

nd Run-Time System Call support or TERN'에서 설명되었던 투명한 이주 프로세스 메카니즘인 TERN을 기본으

로 한다. Condor와는 반대로 이 방식에서는 체크포인트 파일은 생성되지 않는다. 이 방식은 실행 프로세스에 관한 프

로세스 데이타나 스택의 크기 등과 같은 정보가 필요하다. 이것은, 커널 가상 메모리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대

개는 일반 사용자에게만 한정된다. 이 접근 필요성은,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가 네트워크 노드내에 존재하고, 이는 축

소된 서비스 환경이기 때문에, 우려할 것은 못된다.

도 8은 이주 방식의 모범적인 구현예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용자프로세스(20)는 원노드(source nod

e)(70) 및 목표 노드(destination node)(72)에 포함되어 있다. 각 사용자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address space)은 텍

스트 세그먼트(74), 데이타 세그먼트(76), 및 스택 세그먼트(78)를 포함한다. TERN 방식하에서는, 스택 및 데이타 페

이지(76, 78)는 사용자 프로세스의 가상 주소 공간으로부터 직접 복제된다. TERN 방식의 기본 사상은 목표지점에서

프로세스를 시작한 후, 스택 및 데이타 페이지를 적당한 가상 주소 공간에 복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코아 덤프(core 

dump)는 필요가 없으므로 효율을 높일 수 있다. TERN은 Condor와 마찬가지로, 범용 메카니즘이고, 이주가 이주 호

에 대해 빠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비동기식으로 시작된다.

TERN 방식을 사용한 사용자 프로세스의 이주와 관련한 단계의 설명이 도 8A와 함께 다음에 설명이 된다:

1. 원노드(source noce)상에 있는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가 사용자 프로세스를 중지시키고, 그 프로세스의 아규먼트(

argument)와 환경을 목표 노드에 전달한다(210).

2. USS는 들어오는 메시지를 버퍼링하기 위해 스텁 프로세스를 설치한다(210).

3. 목표 노드상의 USS는 원노드에서 받은 아규먼트와 환경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사용자 프로세스를 실행한다(220).

4. 원노드의 USS는 이주 프로세스의 데이타와 스택의 크기를 계산하고 그 정보를 새로운 사용자 프로세스가 데이타 

및 스택의 적절히 확장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목표 USS에 전달한다(220).

5. 데이타 페이지들은 목표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에서 실행되고 있는 사용자 프로세스의 가상 주소 공간에 전달되고 

기록된다(230).

6. 스택 페이지들이 전달되어 기록된다(230).

7. 사용자 프로세스는 통신 채널을 개설한다.

8. 사용자 프로세스는 스텁 프로세스에 READY 메시지를 보내고 버퍼링되어 있던 미해결 메시지를 받는다(240).

9. 레지스터 내용이 전달되고 새로운 사용자 프로세스는 인터럽트된 곳으로부터 다시 시작한다(250).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프로세스 이주에 필요한 것과 다른 프로세스 이주 방식에 필요한 것의 중요한 차이점은, 

프로세스(process)가 이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범용의 이주 메카니즘이 없고,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논리 변

수(logical variables)만을 전달하는 데 호소한다는 것이다. 이런 유형의 접근 방식은 NAIVE 방식이라 불리우는 이 

발명의 사용자 프로세스 이주 계획의 세번째 바람직한 실시예에 나타난다. 이에 관련된 과정은 도 10과 다음에 설명

된다:

1. 목표 노드에 있는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는 새로운 사용자 프로세스를 실행한다(310).

2. 구 사용자 프로세스(old user process)는 신 사용자 프로세스(new user process)와 접속을 설정한다(320).

3. 구 사용자 프로세스는 이주에 관계된 모든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타 구조(data structure)를 전달한다(340).

4. 신 사용자 프로세스는 통신 채널을 설정한다(340).

5. 구 사용자 프로세스는 스텁 프로세스가 되어 신 사용자 프로세스에 메시지를 전달한다(350).

6. 신 사용자 프로세스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한다(360).

이주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들은, 사용자 프로세스 암호의 수정이 이주 메카니즘에 최소한의 분기를 갖도록 적절한 자

료 구조에 놓여진다. 관계 변수들은 호 접속 및 이동자의 상태와 관련 있는 파라미터들을 포함한다. 호 접속에 관계된 

자료에는, 예를 들면, 접속형(type of connection), 사용자의 수, 사용자의 식별(identification of the users), 호 유형

(call type), 호 분배(call forwarding) 및 이동국이 수신되는 호를 받아들일지 여부 등을 포함된다. 이동자의 상태에 

관계된 정보는, 예를 들면, 단말의 식별, 어떤 응용(application)이 동작중인지, 다시말하면, Xserver running, 호환성

점검, 즉, 비디오 카드 등을 포함한다.

NAIVE 방식과 TERN 방식과 Condor 방식은 두 가지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음을 주목하라. NAIVE 방식에서는 이주 

절차가 프로그램 논리에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어 사용자 프로세스가 어떤 정보를 전달할 것인가를 선택하는데, 이는 

이주 절차의 효율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동국이 아이들(idle)중일 때는, 동작중 일 때보다 훨씬 더 적

은 정보가 전달된다. 본 예에서, 사용자 프로세스는 전달되어야 하는 프로그램 논리 부분을 결정하고, 데이타의 크기

를 조절한다. 반면에 TERN 과 Condor 방식에서는, 이주 절차가 프로그램 논리와 무관하다. 또한 NAIVE 방식에서는

, 이주가 암호내의 특정 지점에서, 즉 모든 중요한 변수들이 안정화되어 저장된 경우에만 시작되는데 비해, TERN 및 

Condor 방식에서는 이주 프로세스가 비동기식으로 시작된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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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는 세가지 방식의 이주 메카니즘이 일반적으로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는 특징들이 요약되어 있다. NAIVE 방식

은 두 가지의 단점이 있다. 첫째는 그것이 프로그램 논리에 독립적이지 않다. 그러나, 이 단점이 우리의 구현을 그리 

복잡화시키지는 않았다. 게다가, 이 의존성은 이주하는 동안에 전달되어야 하는 데이타량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것이

기도 하다. 두번째 단점은, 프로세스 이주가 비동기적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주

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사용자 프로세스가 활성화(active) 상태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응용에 우려를 끼치지

는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일단 그것이 시작된 후 이주에 걸리는 시간에 더 관심이 있다.

TERN 및 Condor 방식은 두가지의 단점을 갖는다. 첫째는, 전달되어야 하는 데이타의 양이 최적화되지 않는다는 점

이다. 또한, 둘 중 어느 것도 이질적인 시스템간에는 동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Condor 방식은 단점을 하나 더 갖는

다. 프로세스 이주 동안에 코아 덤프(core dump)를 위한 많은 양의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 메모리를 필요로 한다는 점

이다.

이 방식들의 바이트(byte)당 비용과 이주와 관련한 성능이 검토될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요

구사항은, 프로세스를 이주시키는 데 있어서 지연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각 방식마다 이주하는 데 걸리는 시

간이 측정되었다. 이 시간은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 사이에 전달되는 데이타량에 의존한다는 것이 명백하다.

언급된 세 가지 방식은 모두 UNIX 토대위에서 구현되었다. 전형적인 데이타 포인트는 이더넷(ethernet) LAN상의 서

로 다른 두 지점에 위치한 기계들간에 프로세스를 이주시켜 프로세스 이주 시간을 평균함으로써 얻어졌다. 데이타의 

크기는 1Kbyte에서 1Mbyte까지 변화시켜 각 방식에서의 이주 시간이 측정되었다. 세가지 방식 모두 예상한 대로 데

이타 크기 따라 선형적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바이트 당 비용은 방식마다 다르고, 이는 전체 시스템의 성능에 결정

적이었다.

도 6을 보면, TERN과 NAIVE 방식이 바이트당 비용이 저렴하고 데이타 크기의 증가에 따라서 잘 비례하는 것을 보

였다. TERN 방식은 실행부 파일에 읽고 기록하는 것보다는 가상 주소공간에 직접 기록하는 것이 훨씬 더 값싸기 때

문에 Condor 방식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

실제 시스템에서 성능의 핵심은 사용자 프로세스의 데이터 크기 및 그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이주에 중요한 것인가

에 있다. 사용자 프로세스의 현재의 구현에서는 TERN 방식을 사용할 경우 약 72Kbytes가 전달되어야 했다. 시간은 

UNIX 토대 위에서 이주하는데, 평균적으로 약 750밀리초(milliseconds)가 걸렸다. NAIVE 방식의 경우에는, 이주되

어야 하는 데이타량을 프로파일의 양 및 사용자가 활성 상태인가 여부에 따라 45 및 100 바이트로 최적화할 수 있었

다. 이는 평균 150밀리초의 이주 시간이 걸렸다. 이는 NAIVE 방식을 사용할 경우 전달해야 하는 데이타량을 최적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을 말해준다.

이 차이점은 사용자 프로세스가 수개의 프로토콜 계층(protocol layer) 및 라이브러리(library)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때문이다. NAIVE 방식을 사용할 때는 사용자 프로세스가 그것이 오직 '안정한(stable)' 상태에 있을 때만 이주한다; 

안정 한 상태란, 이주에 관한 한 하위 계층 데이터 요소(lower layer elements)들이 중요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이

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주의 시작을 지연시키는 반면에 우리의 응응예에 우려를 끼치지는 않는다.

TERN 방식은, 사용자 프로세스가 본 시스템보다 처리 프로세스쪽으로 강하게 관련되면 매우 매력적인 대안이 된다. 

예를 들면, 사용자 에이전트가 단말들간에 교환되는 데이타를 처리하는 시스템에서는, 이주될 변수의 작은 집합을 깨

끗하게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반면에 Condor 방식은 신뢰성이나 다른 것들에 대한 체크포인팅이 필요할 때에만

매력적이다.

사용자 프로세스를 이주시키기 위해 가능한 메카니즘을 세가지로 구현한다. NAIVE 방식이 가장 유망하게 보인다; 

여기에서는, 전달되어야 하는 데이타량이 최적화되고 비용도 적게 든다. 이 방식은 또한 이질적인 환경을 이주할 때에

융통성을 제공한다. 두번째 대안으로서, TERN 방식은 프로그램이 계산이 많고, 본질적으로 비동기 이주일 경우에 유

망하다. 마지막으로서, Condor 방식은 체크포인팅의 형태로 고신뢰성을 제공하지만, 높은 이주 지연을 가지며 네트

워크 프로세서에 많은 기억 장치가 필요하다.

이상으로부터, 본 발명이 특별한 실시예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기술하고 도시하였지만 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라면 다음의 청구범위에 규정된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도 많은 변경과 수정을 할 수도 있

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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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사용자 프로세스는 사용자를 위한 모든 협상(negotiation)과 시그날을 다루

며, 값비싼 공중 인터페이스를 통하는 시그날링의 트래픽량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이주하는 사용자 프

로세스를 위한 세가지 메카니즘이 구현되는데, NAIVE법은 전달되어야 하는 데이타량을 최적화하여 적은 비용이 들

게 하고, TERN법이라고 불리우는 두번째 방법은 프로그램이 계산이 많거나 비동기 이주가 필수적인 때에 우수한 방

법이며. 세번째 방법인 Condor는 체크포인팅 형태에 있어서 높은 신뢰성을 보여준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통신 네트워크의 고정 부분에서의 노드(node)와의 무선 통신에 적합한 이동국(mobile station)을 포함하는 통신 네트

워크에서의 호출 처리 방법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에이전트(agent)를 설정하는 단계- 각각의 사용자 에이전트는 상기 이동국 중 관련된 이동국

의 모의 시그날링 기능(mimic signaling function)을 수행하고, 상기 통신 네트워크의 상기 고정 부분에서의 노드에서

동작된 시그날링 서버에 배치되며, 상기 노드는 상기 모의 이동국과 무선 통신함- 와,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가 상기 모의 이동국을 위하여 상기 통신 네트워크내의 하나 이상의 다른 노드와 인터페이스하

도록 함으로써, 상기 이동국과 상기 하나 이상의 다른 노드 간에 설정될 통신 링크에 대한 시그날링 파라미터의 협상

을 하는 단계와,

배치된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를 갖는 제 1 시그날링 서버와의 무선 통신이 유지되는 제 1 지역으로부터, 상기 통신 네

트워크의 상기 고정 부분의 상기 노드 중 다른 노드에서 동작된 제 2 시그날링 서버와의 무선 통신이 유지되는 제 2 

지역으로, 상기 모의 이동국이 이동시,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를 상기 제 2 시그날링 서버로 이주시키는 단계와,

이주하는 동안에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를 위한 메시지를 버퍼링(buffering)하기 위해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를 대신하

여 동작하도록, 상기 제 1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에 스텁 프로세스(stub process)를 유지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호출 처리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는 상기 모의 이동국에 관한 동작 프로파일(operating profile) 및 호출 상태 정보(call state inf

ormation)를 유지하는 호출 처리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의 동작 파라미터는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를 상기 제 2 시그날링 서버로 이주시에 보존되는 호

출 처리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와 관련된 사용자 프로세스(user process)가 상기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에 고정되는 호출 처리

방법.

청구항 5.
통신 네트워크의 고정 부분에서의 노드와의 무선 통신에 적합한 이동국을 포함하는 통신 네트워크에서의 호출 처리 

방법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에이전트를 설정하는 단계- 각각의 사용자 에이전트는 상기 이동국 중 관련된 이동국의 모의 

시그날링 기능을 수행하고, 상기 통신 네트워크의 상기 고정 부분에서의 노드에서 동작된 시그날링 서버에 배치되며,

상기 노드는 상기 모의 이동국과 무선 통신함- 와,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가 상기 모의 이동국을 위하여 상기 통신 네트워크내의 하나 이상의 다른 노드와 인터페이스하

도록 함으로써, 상기 이동국과 상기 하나 이상의 다른 노드 간에 설정될 통신 링크에 대한 시그날링 파라미터의 협상

을 하는 단계와,

배치된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를 갖는 제 1 시그날링 서버와의 무선 통신이 유지되는 제 1 지역으로부터, 상기 통신 네

트워크의 상기 고정 부분의 상기 노드 중 다른 노드에서 동작된 제 2 시그날링 서버와의 무선 통신이 유지되는 제 2 

지역으로, 상기 모의 이동국이 이동시,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를 상기 제 2 시그날링 서버로 이주시키는 단계를 포함하

되,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와 관련된 사용자 프로세스가 상기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에 고정되고,

상기 통신 네트워크는 상기 이동국과 무선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 이상의 무선 포트를 포함하고, 상기 사용자 에

이전트와 관련된 상기 이동국이 이동함에 따라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의 위치로 상기 무선 포트를 갱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호출 처리 방법.

청구항 6.
통신 네트워크의 고정 부분에서의 노드와의 무선 통신에 적합한 이동국을 포함하는 통신 네트워크에서의 호출 처리 

방법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에이전트를 설정하는 단계- 각각의 사용자 에이전트는 상기 이동국 중 관련된 이동국의 모의 

시그날링 기능을 수행하고, 상기 통신 네트 워크의 상기 고정 부분에서의 노드에서 동작된 시그날링 서버에 배치되며,

상기 노드는 상기 모의 이동국과 무선 통신함-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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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용자 에이전트가 상기 모의 이동국을 위하여 상기 통신 네트워크내의 하나 이상의 다른 노드와 인터페이스하

도록 함으로써, 상기 이동국과 상기 하나 이상의 다른 노드 간에 설정될 통신 링크에 대한 시그날링 파라미터의 협상

을 하는 단계와,

배치된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를 갖는 제 1 시그날링 서버와의 무선 통신이 유지되는 제 1 지역으로부터, 상기 통신 네

트워크의 상기 고정 부분의 상기 노드 중 다른 노드에서 동작된 제 2 시그날링 서버와의 무선 통신이 유지되는 제 2 

지역으로, 상기 모의 이동국이 이동시,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를 상기 제 2 시그날링 서버로 이주시키는 단계를 포함하

되,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와 관련된 사용자 프로세스가 상기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에 고정되고,

상기 통신 네트워크는 상기 이동국과 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 이상의 무선 포트를 포함하고, 상기 이동국이 

상기 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동함에 따라, 상기 무선 포트와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가 머무르는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 사이에 시그날링 링크가 설정되는 호출 처리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네트워크는 상기 통신 네트워크내에 있는 이동국의 위치를 추적하 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위치탐색 서버(l

ocation server)를 포함하고,

상기 방법은,

상기 제 1 지역으로부터 상기 제 2 지역으로 이동시,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상기 위치탐색 서버로 가는 등록 메시지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위치탐색 서버는 상기 제 2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에게 신호하여 상기 이동국의 상기 사용자 에

이전트를 이주시킴- 를 더 포함하는 호출 처리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에서 상기 제 1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로부터 사용자 에이전트 프로파일 파라미터를 

요구 및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호출 처리 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스텁 프로세스는 사전 설정된 아이들 타임아웃 기간(idle time-out period) 후에 빠져나오는 호출 처리 방법.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가 상기 제 2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에 일단 위치하면 상기 스텁 프로세스로부터 버퍼링된 정보

를 요구하고, 상기 에이전트에 의한 정규 프로세싱이 차후에 다시 시작되는 호출 처리 방법.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는 상기 이동국의 현재 상태에 대해 갱신되고, 호 접수, 호 거절, 호 분배, 이동 호 종료 상태 프

로세싱 및 데이타 전송의 양립성 검사를 포함하는 호 프로세싱 기능을 수행하는 호출 처리 방법.

청구항 12.
통신 네트워크의 고정 부분에서의 노드와의 무선 통신에 적합한 이동국을 포함하는 통신 네트워크에서의 호출 처리 

방법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에이전트를 설정하는 단계- 각각의 사용자 에이전트는 상기 이동국 중 관련된 이동국의 모의 

시그날링 기능을 수행하고, 상기 통신 네트워크의 상기 고정 부분에서의 노드에서 동작된 시그날링 서버에 배치되며,

상기 노드는 상기 모의 이동국과 무선 통신함- 와,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가 상기 모의 이동국을 위하여 상기 통신 네트워크내의 하나 이상의 다른 노드와 인터페이스하

도록 함으로써, 상기 이동국과 상기 하나 이상의 다른 노드 간에 설정될 통신 링크에 대한 시그날링 파라미터의 협상

을 하는 단계와,

배치된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를 갖는 제 1 시그날링 서버와의 무선 통신이 유지되는 제 1 지역으로부터, 상기 통신 네

트워크의 상기 고정 부분의 상기 노드 중 다른 노드에서 동작된 제 2 시그날링 서버와의 무선 통신이 유지되는 제 2 

지역으로, 상기 모의 이동국이 이동시,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를 상기 제 2 시그날링 서 버로 이주시키는 단계를 포함

하되,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는 상기 모의 이동국에 관한 동작 프로파일 및 호출 상태 정보를 유지하고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는 사용자 프로세스이고,

상기 이주 단계는,

상기 제 2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에서 새로운 사용자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에 있는 이전(previous) 사용자 프로세스와 상기 새로운 사용자 프로세스간에 통신 

접속을 설정하는 단계와,

이주 변수를 포함하는 자료구조를 상기 이전 사용자 프로세스로부터 전달하는 단계와,

상기 새로운 사용자 프로세스에서 통신 채널을 설정하는 단계와,

상기 이전 사용자 프로세스를 스텁 프로세스로서 유지하는 단계와,

이주 동안에 수신된 메시지를 상기 새로운 사용자 프로세스로 분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호출 처리 방법.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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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구조는 상기 이동국의 호 접속 데이타 및 현재 상태 데이타 요소를 포함하는 호출 처리 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호 접속 데이타는 사용자수, 사용자 식별, 호형, 호 분배 및 이동 호 종료 상태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

는 호출 처리 방법.

청구항 15.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의 상기 현재 상태 데이타 요소는 양립성 검사 절차 및 상기 이동국에서 실행되는 응용을 포함하는 호출 

처리 방법.

청구항 16.
통신 네트워크의 고정 부분에서의 노드와의 무선 통신에 적합한 이동국을 포함하는 통신 네트워크에서의 호출 처리 

방법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에이전트를 설정하는 단계- 각각의 사용자 에이전트는 상기 이동국 중 관련된 이동국의 모의 

시그날링 기능을 수행하고, 상기 통신 네트워크의 상기 고정 부분에서의 노드에서 동작된 시그날링 서버에 배치되며,

상기 노드는 상기 모의 이동국과 무선 통신함- 와,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가 상기 모의 이동국을 위하여 상기 통신 네트워크내의 하나 이상의 다른 노드와 인터페이스하

도록 함으로써, 상기 이동국과 상기 하나 이상의 다른 노드 간에 설정될 통신 링크에 대한 시그날링 파라미터의 협상

을 하는 단계와,

배치된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를 갖는 제 1 시그날링 서버와의 무선 통신이 유지되는 제 1 지역으로부터, 상기 통신 네

트워크의 상기 고정 부분의 상기 노드중 다른 노드에서 동작된 제 2 시그날링 서버와의 무선 통신이 유지되는 제 2 지

역으로, 상기 모의 이동국이 이동시,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를 상기 제 2 시그날링 서버로 이주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되

,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는 사용자 프로세스이고,

상기 이주 단계는,

상기 제 2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에서 새로운 사용자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단계와,

상기 제 2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상으로 스택 및 데이타 페이지를 복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되, 상기 새로운 사용자 

프로세스는 동작을 시작할 수 있는 호출 처리 방법.

청구항 17.
무선 통신에 적합한 이동국을 포함하는 통신 네트워크에서의 호출 처리 방법에 있어서,

상기 통신 네트워크에서 이동국을 등록하는 단계- 상기 통신 네트워크내의 시그날링 서버에서의 상기 이동국의 등록

에 응답하여 개인 사용자 에이전트가 설정되고,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는 상기 이동국과 관련되며 동작 프로파일을 포

함함- 와,

상기 동작 프로파일과 함께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를 이용해, 상기 이동국을 대신하여 상기 시그날링 서버에서의 호출

프로세싱 기능을 처리함으로써, 상기 통신 네트워크의 공중 인터페이스에 대한 시그날링 부하를 감소시키는 단계를 

포함하 고,

상기 통신 네트워크의 제 1 지역으로부터 제 2 지역으로의 상기 이동국에 의한 이동에 응답하여 상기 통신 네트워크

의 제 1 지역내의 제 1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로부터 상기 통신 네트워크의 제 2 지역내의 제 2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

로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를 이주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되,

상기 이주 단계는,

원노드(source node)에서의 상기 제 1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상의 제 1 사용자 프로세스의 데이타 레지스타 내용을 

중지하고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사용자 프로세스의 아규먼트(argument) 및 환경을 상기 제 2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에 전달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사용자 프로세스에 대한 입력 메시지를 버퍼링하는 스텁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원노드의 상기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로부터 얻은 상기 아규먼트 및 환경을 가지고, 상기 제 2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에서의 목표 노드(target node)상에서 새로운 사용자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단계와,

상기 원노드의 상기 제 1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에서, 이주중에 있는 상기 제 1 사용자 프로세스의 데이타 및 스택 크

기를 계산하는 단계와,

상기 데이타 및 스택 크기를 상기 목표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에 전달하여, 상기 새로운 사용자 프로세스가 스택 및 데

이타 페이지를 확장하도록 하는 단계와,

상기 목표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상에서 실행되는 상기 새로운 사용자 프로세 스에 상기 데이타 페이지를 전달 및 기

록하는 단계와,

상기 스택 페이지를 전달 및 기록하는 단계와,

상기 새로운 사용자 프로세스에서 통신 채널을 설정하는 단계와,

상기 새로운 사용자 프로세스로부터 상기 스텁 프로세스에 메시지를 전송하고, 버퍼링되었던 미 해결(outstanding)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레지스터 내용을 전달하는 단계- 상기 새로운 사용자 프로세스는 중지되었던 곳에서 다시 시작함- 를 포함하는

호출 처리 방법.



등록특허  10-0422495

- 12 -

청구항 18.
무선 통신에 적합한 이동국을 포함하는 통신 네트워크에서의 호출 처리 방법에 있어서,

상기 통신 네트워크에서 이동국을 등록하는 단계- 상기 통신 네트워크내의 시그날링 서버에서의 상기 이동국의 등록

에 응답하여 개인 사용자 에이전트가 설정되고,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는 상기 이동국과 관련되며 동작 프로파일을 포

함함- 와,

상기 동작 프로파일과 함께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를 이용해, 상기 이동국을 대신하여 상기 시그날링 서버에서의 호출

프로세싱 기능을 처리함으로써, 상기 통신 네트워크의 공중 인터페이스에 대한 시그날링 부하를 감소시키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통신 네트워크의 제 1 지역으로부터 제 2 지역으로의 상기 이동국에 의한 이동에 응답하여 상기 통신 네트워크

의 제 1 지역내의 제 1 사용자 시그날링 서 버로부터 상기 통신 네트워크의 제 2 지역내의 제 2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

로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를 이주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되,

상기 이주 단계는,

목표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로부터 상기 제 1 사용자 프로세스로 중지 신호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사용자 프로세스로 전송된 메시지를 버퍼링하는 자스텁 프로세스(child stub process)를 생성하는 단계와,

레지스터 및 코아 덤프(core dump)를 버퍼에 저장하기 위해, 목표 사용자 프로세스로부터 저장 레지스터 명령을 실

행하는 단계와,

상기 코아로부터 상기 목표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로 데이타 및 스택 페이지를 전달하는 단계와,

관련 노드에 있는 실행부(executable)로부터의 텍스트 세그먼트를 사용하여 상기 목표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에서 새

로운 사용자 프로세스를 생성하되, 상기 제 1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로부터 스택 및 데이타 세그먼트가 수신되는 단계

와,

상기 새로운 사용자 프로세스에서 통신 채널을 설정하는 단계와,

상기 새로운 사용자 프로세스로부터 상기 스텁 프로세스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버퍼링되었던 미 해결 메시지를 수신

하는 단계와,

상기 사용자 프로세스가 이주를 시작한 지점으로부터, 계속 실행을 하기 위하여 상기 새로운 사용자 프로세스에서 레

지스터 회복 명령을 실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호출 처리 방법.

청구항 19.
통신 네트워크의 고정 부분에서의 노드와의 무선 통신에 적합한 이동국을 포함하는 통신 네트워크에서 사용하기 위

한 통신 장치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 중 하나의 모의 시그날링 기능을 수행하고 상기 통신 네트워크의 상기 고정 부분에서의 노드에서 동작된

시그날링 서버에 배치되는 사용자 에이전트를 설정하는 수단- 상기 노드는 상기 이동국 중 상기 하나와 통신함- 과,

상기 모의 이동국을 위하여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와 상기 통신 네트워크내의 하나 이상의 다른 노드간에 인터페이스

를 제공함으로써, 상기 이동국과 상기 하나 이상의 다른 노드간에 설정될 통신 링크에 대한 시그날링 파라미터의 협

상을 하는 수단과,

상기 모의 이동국이 제 1 지역으로부터 제 2 지역으로 이동시, 상기 제 1 지역내의 제 1 시그날링 서버로부터 상기 제

2 지역내의 목표 시그날링 서버로의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의 이주를 실행하는 수단을 포함하되,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는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에 고정되고, 상기 통신 네트워크는 상기 이동국과의 무선 통신을 가능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무선 포트를 포함하며, 상기 이동국이 상기 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동함에 따라, 상

기 무선 포트와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가 머무르는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 사이에 시그날링 링크가 설정되는 통신 장치.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시그날링 기능은 호 분배, 이동 호 종료 상태 프로세싱 및 데이타 전송의 양립성 검사를 더 포함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21.
통신 네트워크의 고정 부분에서의 노드와의 무선 통신에 적합한 이동국을 포함하는 통신 네트워크에서 사용하기 위

한 통신 장치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 중 하나의 모의 시그날링 기능을 수행하고 상기 통신 네트워크의 상기 고정 부분에서의 노드에서 동작된

시그날링 서버에 배치되는 사용자 에이전트를 설정하는 수단- 상기 노드는 상기 이동국 중 상기 하나와 통신함- 과,

상기 모의 이동국을 위하여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와 상기 통신 네트워크내의 하나 이상의 다른 노드와간에 인터페이

스를 제공함으로써, 상기 이동국과 상기 하나 이상의 다른 노드간에 설정될 통신 링크에 대한 시그날링 파라미터의 

협상을 하는 수단과,

상기 모의 이동국이 제 1 지역으로부터 제 2 지역으로 이동시, 상기 제 1 지역내의 제 1 시그날링 서버로부터 상기 제

2 지역내의 목표 시그날링 서버로의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의 이주를 실행하는 수단을 포함하되,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는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에 고정되고, 상기 통신 네트워크는 상기 이동국과의 무선 통신을 가능

하게 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무선 포트를 포함하며,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와 관련된 상기 이동국이 이동함에 따라 상

기 사용자 에이전트의 위치로 상기 무선 포트를 갱신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22.
각각의 이동국이 통신 네트워크내의 클러스터와 관련되는, 상기 통신 네트워크내의 이동국을 포함하는 통신 네트워

크에 있어서,

다수의 클러스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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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통신 네트워크의 각각의 상기 클러스터와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시그널링 서버를 포함하되,

상기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는,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에이전트-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는 활성 개인 이동국과 관련되고, 상기 관련된 이동국의 모의 

시그날링 기능을 수행하며, 상기 관련된 이동국을 위하여 상기 관련된 이동국과 상기 통신 네트워크내의 하나 이상의

노드 사이에 설정될 통신 링크에 대한 시그날링 파라미터를 협상함- 와,

상기 관련된 이동국이 상이한 클러스터로 이동시, 상기 상이한 클러스터내의 제 1 시그날링 서버로부터 목표 시그날

링 서버로의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의 이주를 실행하는 수단을 포함하되,

상기 이전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는 이주중에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를 위한 메시지를 버퍼링하기 위하여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를 대신하여 스텁 프로세스를 유지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시그날링 기능은 호 분배 및 이동 호 종료 상태 프로세싱을 더 포함하는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24.
제 22 항에 있어서,

각각의 상기 클러스터는,

사용자의 음성 및 데이타 정보가 전송되는 상기 클러스터내에 통신 경로를 설정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접속 서버와

,

상기 클러스터내에서 호의 통신 네트워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호출 서버를 더 포함하고,

상기 통신 네트워크내의 이동국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위치 탐색 서버를 더 포함하는 통신 네트워크

.

청구항 25.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은 클러스터를 바꿀 때 관련 위치 탐색 서버에 등록 메시지를 발생시키도록 동작할 수 있고, 상기 위치 탐

색 서버는 상기 이동국과 관련된 사용자 에이전트를 이주시키기 위하여 목표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에 신호를 보내며,

상기 목표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는 이전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로부터 관계된 사용자 에이전트 파라미터를 요구 및 수

신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26.
각각의 이동국이 통신 네트워크내의 클러스터와 관련되는, 상기 통신 네트워크내의 이동국을 포함하는 통신 네트워

크에 있어서,

다수의 클러스터와,

상기 통신 네트워크의 각각의 상기 클러스터와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시그널링 서버를 포함하되,

상기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는,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에이전트-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는 활성 개인 이동국과 관련되고, 상기 관련된 이동국의 모의 

시그날링 기능을 수행하며, 상기 관련된 이동국을 위하여 상기 관련된 이동국과 상기 통신 네트워크내의 하나 이상의

노드 사이에 설정될 통신 링크에 대한 시그날링 파라미터를 협상함- 와,

상기 관련된 이동국이 상이한 클러스터로 이동시, 상기 상이한 클러스터내의 제 1 시그날링 서버로부터 목표 시그날

링 서버로의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의 이주를 실행하는 수단을 포함하되,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는 사용자 프로세스를 작동하고 상기 사용자 프로세스는,

목표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에서 새로운 사용자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상기 제 1 사용자 시그날링 서버에 있는 이전 사용자 프로세스와 상기 새로운 사용자 프로세스간에 통신 접속을 설정

하고,

이주 변수를 포함하는 자료구조를 상기 이전 사용자 프로세스로부터 전달하고,

상기 새로운 사용자 프로세스에서 통신 채널을 설정하고,

상기 이전 사용자 프로세스를 스텁 프로세스로서 유지하고,

이주 동안 수신된 메시지를 상기 새로운 사용자 프로세스에 분배하는 것에 의해 이주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통신 네

트워크.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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