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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네트워크에서, 적어도 하나의 다른 노드에 의해 사용되기 위해 그 자신에 대한 임시 MAC(media access control) 어드레

스를 생성하고, 상기 임시 MAC 어드레스를 사용하기 전에, 상기 네트워크의 다른 노드들 중에서 상기 임시 MAC 어드레

스의 고유성(uniqueness)을 보장하는, 적어도 하나의 노드를 포함하는 멀티-홉(multi-hop) 무선 네트워크에서 MAC 어

드레스 프라이버시(privacy)를 개선하는 시스템 및 방법.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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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홉(multi-hop) 무선 네트워크에서 MAC(media access control) 어드레스 프라이버시(privacy)를 개선하기 위한 시

스템으로서, 상기 네트워크에서, 적어도 하나의 다른 노드에 의해 사용되기 위해 그 자신에 대한 임시 MAC 어드레스를 생

성하고, 상기 임시 MAC 어드레스 사용 전에, 상기 네트워크의 다른 노드들 중에서 상기 임시 MAC 어드레스의 고유성

(uniqueness)을 보장하는 적어도 하나의 노드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홉 무선 네트워크는 멀티-홉 애드-혹(ad-hoc) 무선 네트워크인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노드는, 해시 함수(hash function)로 고정 MAC 어드레스와 난수(random number)

를 조합함으로써 임시 MAC 어드레스를 생성하는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노드는, 파워 온(power on)될 때, 임시 MAC 어드레스를 생성하는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노드는 고정 시간 프레임 후에, 임시 MAC 어드레스를 생성하는 시스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노드는, 상기 네트워크 내에서 중복 어드레스 체크를 시작함으로써 상기 네트워크에

서 상기 임시 MAC 어드레스의 고유성을 보장하는 시스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노드는, 이웃 노드들의 "헬로우(hello)" 메시지를 검사하여 중복 어드레스 체크를 수

행하는 시스템.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노드는, 제1 IAP(intelligent access point)와 연계된 이웃 노드에게 상기 적어도 하

나의 노드를 대신하여 상기 네트워크에서 중복 MAC 어드레스를 검색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중복 어드레스 체크를 수행하

는 시스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이웃 노드는 상기 제1 IAP로 DMAD(duplicate MAC address detection) 패킷을 송신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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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IAP는 또한, 그 자신에 유지되는 연계된(associated) 모바일 디바이스들의 표에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노드에 의해 생성된 상기 임시 MAC 어드레스의 중복을 검색하는 시스템.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IAP는 또한, 그 자신으로 이전에 송신되어 유지되는 DMAD 패킷들의 리스트에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노드에 의해 생성된 상기 임시 MAC 어드레스의 중복을 검색하는 시스템.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IAP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노드에 의해 생성되는 상기 임시 MAC 어드레스의 중복을 발견하

면, 상기 제1 IAP는 상기 이웃 노드에 알리고, 상기 이웃 노드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노드에게, 상기 임시 MAC 어드레스가

이미 사용중임을 알리는 시스템.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IAP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노드에 의해 생성되는 상기 임시 MAC 어드레스의 중복을 발견하지

못하면, 상기 제1 IAP는 상기 DMAD 패킷을, 유선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IAP 디바이스들로 전달하는 시스템.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다른 IAP 디바이스들은, 자신들에 유지되는, 연계된 모바일 노드들의 표에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노드에 의해 생성된 상기 임시 MAC 어드레스의 중복을 검색하는 시스템.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다른 IAP 디바이스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노드에 의해 생성된 상기 임시 MAC 어드레스의 중복을

발견하면, 상기 다른 IAP 디바이스들은 상기 제1 IAP에게 상기 임시 MAC 어드레스가 이미 사용중임을 알리는 시스템.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IAP는 상기 이웃 노드에 알리고, 상기 이웃 노드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노드에게, 상기 임시

MAC 어드레스가 이미 사용중임을 알리는 시스템.

청구항 17.

멀티-홉 무선 네트워크에서 MAC 어드레스 프라이버시를 개선하는 방법으로서,

일 노드가, 상기 네트워크에서, 적어도 하나의 다른 노드에 의해 사용되기 위해 자신에 대한 임시 MAC 어드레스를 생성하

도록 제어하는 단계;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노드가, 상기 임시 MAC 어드레스를 사용하기 전에, 상기 네트워크의 노드들 중에서 상기 임시 MAC

어드레스의 고유성을 보장하도록 제어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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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홉 무선 네트워크는 멀티-홉 애드-혹 무선 네트워크인 방법.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노드는, 해시 함수로 고정 MAC 어드레스와 난수를 조합함으로써, 임시 MAC 어드

레스를 생성하도록 제어되는 방법.

청구항 20.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노드는, 파워 온될 때, 임시 MAC 어드레스를 생성하도록 제어되는 방법.

청구항 21.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노드는, 고정 시간 프레임 후에, 임시 MAC 어드레스를 생성하도록 제어되는 방법.

청구항 22.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노드는, 상기 네트워크 내에서 중복 어드레스 체크를 시작함으로써, 상기 네트워크

에서 상기 임시 MAC 어드레스의 고유성을 보장하도록 제어되는 방법.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노드는, 이웃 노드들의 "헬로우" 메시지를 검사함으로써, 중복 어드레스 체크를 수

행하도록 제어되는 방법.

청구항 24.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노드는, 제1 IAP와 연계되는 이웃 노드에게, 상기 적어도 하나의 노드를 대신하여

상기 네트워크에서 중복 MAC 어드레스를 검색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중복 어드레스 체크를 수행하도록 제어되는 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이웃 노드에게 상기 제1 IAP로 DMAD 패킷을 송신하도록 지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IAP에게, 그 자신에 유지되는 연관된 모바일 디바이스들의 표에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노드에

의해 생성되는 상기 임시 MAC 어드레스의 중복을 검색하도록 지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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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IAP에게, 그 자신에게 이전에 송신되어 유지되는 DMAD 패킷의 리스트에서 상기 적어도 하나

의 노드에 의해 생성된 상기 임시 MAC 어드레스의 중복을 또한 검색하도록 지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IAP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노드에 의해 생성된 상기 임시 MAC 어드레스의 중복을 발견하면,

상기 제1 IAP가 상기 이웃 노드에게 알리고, 상기 이웃 노드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노드에게, 상기 임시 MAC 어드레스가

이미 사용중임을 알리도록 지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9.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IAP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노드에 의해 생성된 상기 임시 MAC 어드레스의 중복을 발견하지

못하면, 상기 제1 IAP에게, 유선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IP 디바이스들로 상기 DMAD 패킷을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다른 IAP 디바이스들에게, 자신들에 유지되는, 연계된 모바일 노드의 표들에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노드에 의해 생성된 상기 임시 MAC 어드레스의 중복을 검색하도록 지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다른 IAP 디바이스들이 상기 적어도 하나의 노드에 의해 생성된 상기 임시 MAC 어드레스의 중복

을 발견하면, 상기 다른 IAP 디바이스들이 상기 제1 IAP에게, 상기 임시 MAC 어드레스가 이미 사용중임을 알리도록 지시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IAP가 상기 이웃 노드에게 알리도록 지시하고, 상기 이웃 노드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노드에게

상기 임시 MAC 어드레스가 이미 시용중임을 알리도록 지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3.

멀티-홉 무선 네트워크에서 개선된 MAC(media access control) 어드레스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는 노드로서,

상기 노드는 상기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임시 MAC 어드레스를 생성하고, 상기 임시 MAC 어드레스 사용 전에, 상기 네

트워크의 노드들 중에서 상기 임시 MAC 어드레스의 고유성을 보장하는 노드.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노드가 사용되는 상기 멀티-홉 무선 네트워크는 멀티-홉 애드-혹 무선 네트워크인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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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5.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노드는, 해시 함수로 고정 MAC 어드레스와 난수를 조합함으로써 임시 MAC 어드레스를 생성하는

노드.

청구항 36.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노드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노드가 파워 온될 때, 임시 MAC 어드레스를 생성하는 노드.

청구항 37.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노드는 고정 시간 프레임 후에 임시 MAC 어드레스를 생성하는 노드.

청구항 38.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노드는, 상기 네트워크 내에서 중복 어드레스 체크를 시작함으로써 상기 네트워크에서 상기 임시

MAC 어드레스의 고유성을 보장하는 노드.

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노드는 이웃 노드들의 "헬로우" 메시지를 검사함으로써 중복 어드레스 체크를 수행하는 노드.

청구항 40.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노드는, 제1 IAP와 연계된 이웃 노드가, 상기 노드를 대신해서 상기 네트워크에서 중복 MAC 어드

레스를 검색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중복 어드레스 체크를 수행하는 노드.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네트워크에서 적어도 하나의 다른 노드가 사용하기 위해 그 자신에 대한 임시 MAC(media access control) 어

드레스를 생성하고, 이 임시 MAC 어드레스 사용 전에, 네트워크의 다른 노드들 중에 이 임시 MAC 어드레스의 고유성

(uniqueness)을 보장하는 적어도 하나의 노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멀티-홉 무선 네트워크에서 MAC 어드레스 프

라이버시 개선을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모바일 무선 전화 네트워크와 같은, 무선 통신 네트워크는 지난 10년 동안 점차 널리 사용되어왔다. 이들 무선 통신 네트워

크는, 네트워크 기반구조가 서비스 지역을 "셀(cells)"이라고 지칭되는 복수의 영역으로 분리하여 배치되었으므로, 일반적

으로 "셀룰러 네트워크"로서 지칭된다. 지형 셀룰러 네트워크는, 서비스 지역을 통해 지정된 위치에 지리적으로 분산되는,

복수의 상호접속된 기지국, 또는 기본 노드들을 포함한다. 각각의 기본 노드는, 서비스 영역 내에 위치되는, 무선 전화와

같은, 모바일 사용자 노드로 그리고 이 노드로부터, 무선 주파수(radio frequency;RF) 통신 신호와 같은, 전자기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는 한 개 이상의 송수신기를 포함한다. 통신 신호는, 예를 들어, 원하는 변조 기술에 따라 변조되어 데이터

패킷으로서 송신되는 음성 데이터를 포함한다. 당업자라면 이해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네트워크 노드는, 제1 노드의 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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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송수신기가 그것의 서비스 영역의 여러 다른 노드들과 동시에 통신할 수 있게 하는, TDMA(time-division multiple

access) 포맷, CDMA(code-division multiple access) 포맷, 또는 FDMA(frequency-division multiple access) 포맷과

같은, 멀티플렉싱된 포맷으로 데이터 패킷 통신을 송수신한다.

근년, "애드-혹(ad-hoc)" 네트워크로서 알려진 일 유형의 모바일 통신 네트워크가 개발되었다. 이 유형의 네트워크에서,

각각의 모바일 노드는 나머지 모바일 노드들에 대해 기지국이나 라우터로서 동작하여, 고정 기지국 기반구조에 대한 필요

성을 제거할 수 있다.

종래 애드-혹 네트워크에서처럼 모바일 노드들이 서로 통신하도록 하는 것에 추가하여, 모바일 노드들이 고정 네트워크를

액세스하도록 하여,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및 인터넷과 같은 다른 네트워크들 상의 노드들과 같은,

다른 모바일 노드들과 통신하도록 하는 더욱 정교한 애드-혹 네트워크들이 또한 개발되고 있다. 이들 진보된 유형의 애드

-혹 네트워크의 세부사항은, 본 명세서에 그 전체 내용이 참조로서 병합되는, 2001년 6월 29일에 출원되고, 발명의 명칭

이 "PSTN과 셀룰러 네트워크로 인터페이스된 애드-혹 피어-투-피어 모바일 무선 액세스 시스템(Ad Hoc Peer-to-Peer

Mobile Radio Access System Interfaced to the PSTN and Cellular Networks)"인, 미국특허출원 제09/897,790호,

2001년 3월 22일에 출원되고, 발명의 명칭이 "분리된 예약 채널을 갖는 공유 병렬 데이터 채널로의 채널 액세스 조정을 구

비하는 애드-혹, 피어-투-피어 무선 네트워크를 위한 시분할 프로토콜(Time Division Protocol for an Ad-Hoc, Peer-

to-Peer Radio Network Having Coordinating Channel Access to Shared Parallel Data Channels with Separate

Reservation Channel)"인, 미국특허출원 제09/815,157호, 및 2001년 3월 22일에 출원되고, 발명의 명칭이 "애드-혹, 피

어-투-피어, 모바일 무선 액세스 시스템을 위한 우선순위화된 라우팅(Prioritized-Routing for an Ad-Hoc, Peer-to-

Peer, Mobile Radio Access System)"인, 미국특허출원 제09/815,164호에 기재되어 있다.

무선 네트워크의 배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무선 사용자들을 위한 신원(identity) 프라이버시의 쟁점이 무선 보안의 컨텍

스트에서 주요 사안 중의 하나가 되었다. 현재, 사용자 모바일 디바이스 또는 노드를 위한 고정 MAC 어드레스 식별자는,

고정 MAC 어드레스 식별자가 현재 보안 설계에서 적절히 암호화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무선 네트워크에서 이비즈드

롭퍼(eavesdroppers) 및 다른 사용자들로부터 쉽게 숨겨질 수 없다. 결과적으로, 모바일 호스트가 여러 위치로부터 패킷

을 송신하면, 다른 패킷 보안책이 사용될지라도, 이비즈드롭퍼가 그 노드를 트랙킹할 수 있다.

UMTS(Universal Mobile Telephone Standard)와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셀 전화 네트워

크에서, TMSI(Temporary Mobile Subscriber Identity)에 의해 사용자가 보통 식별되는, 사용자 신원 비밀성을 위한 메

커니즘이 사용되었다. 이 메커니즘에서, 기지국에 위치되는, VLR(Visited Location Register)에 의해 TMSI가 지정된다.

이 관점에서, TMSI는 단지 사용자가 등록되는 위치나 라우팅 지역에서만 지역적 중요성을 가지며, VLR은, TMSI와 사용

자의 영구 IMSI(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간의 매핑을 관리할 것이다.

그러나, 기반구조-기반 멀티-홉 애드-혹 무선 네트워크 내에서의 MAC 어드레스 프라이버시를 위한 메커니즘과 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남아있다. 본 발명은 그런 방식을 제공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기반구조-기반 멀티-홉 무선 네트워크에서 임시 MAC 어드레스를 사용하여 MAC 어드레스 프라이버시를 위

한 방식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사용을 통해, 예를 들어, 무선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사용되는 고정 MAC 어드레스는 외부 디바이스들에 알려진,

임시 MAC 어드레스로 대체되어서, 디바이스의 진정한 신원이 잠재적 보안 위협으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제안된 중복 MAC 어드레스 검지는, 네트워크가 보안을 유지할 필요성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의 큰

네트워크 대역폭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각각의 노드가, (i) 네트워크에서 다른 노드들에 의해 사용되기 위해 그 자신에 대한 각각의 임시 MAC 어

드레스를 생성하고, (ii) 이 임시 MAC 어드레스의 사용 전에, 네트워크의 노드들 중에서 이 임시 MAC 어드레스의 고유성

을 보장하는 노드들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멀티-홉 무선 네트워크에서 MAC 어드레스 프라이버시를 향상시키는 시

스템 및 방법을 제공한다.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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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채택하는 애드-혹 패킷-스위칭되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100)의 일례를 나타내는 블록도이

다. 더 구체적으로, 네트워크(100)는 복수의 모바일 무선 사용자 단말기(102-1 내지 102-n)(일반적으로, 노드(102) 또는

모바일 노드(102)로서 지칭됨)를 포함하고, 노드(102)에게 고정 네트워크(104)로의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수의 액세

스 포인트(106-1, ..., 106-n)(일반적으로, 노드(106) 또는 액세스 포인트(106)로서 지칭됨)를 갖춘 고정 네트워크(104)

를 포함할 수 있지만, 이는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고정 네트워크(104)는, 예를 들어, 코어 LAN(core local area

network) 및 복수의 서버와 게이트웨이 라우터를 포함하여, 다른 애드-혹 네트워크,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및 인터넷과 같은, 다른 네트워크로의 액세스를 네트워크 노드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네트워크(100)는 또한,

다른 노드들(102, 106, 및 107) 간의 데이터 패킷을 라우팅하기 위해 복수의 고정 라우터(107-1 내지 107-n)(일반적으

로, 노드(107) 또는 고정 라우터(107)로서 지칭됨)를 포함할 수 있다. 이 논의를 목적으로, 위에 논의된 노드들은 "노드

(102, 107, 및 107)" 또는 단순히 "노드들"로서 일괄 지칭될 수 있다.

당업자라면 이해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위에 참조된, 미국특허출원 제09/897,790호, 제09/815,157호, 및 09/815,164호에

기재된 바와 같이, 노드(102, 106, 및 107)는 서로 직접 통신하거나, 또는 노드들 간에 송신되는 패킷들을 위한 라우터(들)

로서 동작하는 하나 이상의 다른 노드(102, 106, 및 107)를 통해 통신할 수 있다.

도 2에 도시된 것처럼, 각각의 노드(102, 106, 및 107)는, 안테나(110)에 결합되어, 제어기(112)의 제어 하에, 노드(102,

106, 및 107)로 그리고 이노드들로부터, 패킷화된 신호와 같은,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는, 송수신기 또는 모뎀(108)을 포

함한다. 패킷화된 데이터 신호는, 노드 갱신 정보를 포함하여, 예를 들어, 음성, 데이터 또는 멀티미디어 정보, 및 패킷화된

제어 신호를 포함할 수 있다.

각각의 노드(102, 106, 및 107)는 또한, 네트워크(100)에서 그 자신 및 다른 노드들과 관련된 라우팅 정보를, 다른 것들 중

에서, 저장할 수 있는 RAM(random access memory)과 같은 메모리(114)를 포함한다. 도 2에 더 도시된 것처럼, 특정 노

드, 특히 모바일 노드(102)는, 노트북 컴퓨터 단말기, 모바일 전화 장치, 모바일 데이터 장치, 또는 임의의 다른 적절한 디

바이스와 같은, 임의의 수의 디바이스로 구성될 수 있는 호스트(116)를 포함할 수 있다. 각각의 노드(102, 106, 및 107)는

또한 적절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MAC, IP(Internet Protocol), 및 ARP(Address Resolution Protocol)를

수행하며, 그 목적을 당업자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과 UDP(user datagram

protocol)를 수행하는 적절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도 또한 포함될 수 있다.

네트워크(100)의 구성요소의 추가 정의들이 다음과 같이 기재된다. 본 명세서에서 IAP(intelligent access point)는, 유선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망화된(meshed) AP들과 무선 통신하고, 모바일 무선 디바이스에게 유선 네트워크로의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정 노드로서 정의된다. 기반구조-기반 멀티-홉 무선 네트워크는 본 명세서에서 하나 이상의 IAP(106)

를 포함하는 멀티-홉 무선 네트워크로서 정의된다. IAP 연계(association)는 모바일 노드(102)와 IAP(106) 간의 연계로

서 본 명세서에서 정의된다. 특히, 모바일 노드(102)가 유선 네트워크를 액세스하기 전에, 모바일 노드는 먼저 IAP를 발견

하여 IAP(106)와 연계되어야 한다. 연계에 의해, IAP(106)는, 유선 네트워크 상의 모바일 노드(102)와 디바이스 간의 데

이터 패킷을 IAP(106)가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임의의 다른 정보뿐만이 아니라, 연계된 모바일 노드(102)의 MAC 어드레

스에 대한 정보를 가질 것이다.

상술된 바와 같이, 네트워크(100)의 무선 또는 노드(102, 106, 및 107)의 MAC 어드레스와 연계된 프라이버시 양태가 향

상되어, 네트워크에서 노드들을 사용하는 동안에 사용자가 프라이버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기재

되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i) 하나 이상의 노드에 의해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임시 MAC 어드레스를 생성

하고, (ii) 이 임시 MAC 어드레스를 사용하기 전에, 네트워크의 노드들 중에서 임시 MAC 어드레스의 고유성을 보장하는,

하나 이상의 노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멀티-홉 무선 네트워크에서 MAC 어드레스 프라이버시를 향상시키는 시스

템 및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시스템 및 방법은, 도 3의 흐름도에 도시된 것처럼, 다음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이 선호된다:

1. 모바일 노드(102), 라우터(107), 또는 IAP(106)와 같은 디바이스의 파워업(power up)(단계 (1000)) 동안에, 디바이스

는, 단계(1010)에서 고정 MAC 어드레스와 난수(random number)를 해시 함수(hash function)에 공급하여 새 임시 MAC

어드레스를 생성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이 새 임시 MAC 어드레스는 모바일 노드(102)의 고정 MAC 어드레스에 무관하

고, 무선 네트워크(100)에서 고유한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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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다음, 디바이스는 단계(1020)에서 서브네트-전반 중복 어드레스 체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복 MAC 어드

레스가 단계(1040)에서 검지되면, 프로세스는, 또 다른 새 MAC 어드레스가 선택되어 또 다른 서브네트-전반 중복 어드레

스 체크가 수행될 수 있는, 단계(1010)로 복귀할 수 있다. 사실상, 이 프로세스는, 고유한 MAC 어드레스가 발견될 때까지

반복될 수 있다.

3. 그 다음, 새 임시 MAC 어드레스는 고정 시간 프레임 동안 또는 디바이스가 파워다운(power down)될 때까지 사용될 수

있다.

단계(1020)에서, 새로-파워업된 모바일 노드(102)의 새 임시 MAC 어드레스에 대한 중복 MAC 어드레스의 검지는 임의

의 적절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4의 흐름도에 도시된 것처럼, 새로-파워업된 모바일 노드(102)는 다음

2-단계 검지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먼저, 단계(1110)에서, 모바일 모드(102)는 중복 MAC 어드레스에 대해 그것의 이웃

디바이스들을 검사할 수 있다. 특히, 예를 들어, 새로 파워업된 모바일 노드(102)가 새 임시 MAC 어드레스를 선택했을 때,

그것은, 이들 이웃들로부터 "헬로우(hello)" 메시지를 검사하여 그것의 이웃 디바이스들을 먼저 체크할 수 있다. 이 관점에

서, 새 임시 MAC 어드레스가 단계(1120)에서 이웃 노드에 의해 이미 사용 중임이 발견되면, 프로세싱은 도 3의 단계

(1030)로 복귀하고, 모바일 노드(102)는 다른 새로운 MAC 어드레스를 선택하여, 중복되지 않는 임시 MAC 어드레스가

얻어질 때까지, 그것의 이웃 노드들에 대해 또 다른 체크를 수행할 수 있다. 단계(1120)가 "아니오" 결정을 리턴한 후, 디바

이스는, 그것의 이웃 노드들과는 적어도 상이한 임시 MAC 어드레스를 갖는다. 두 번째, 모바일 노드(102)는 그것의 새 임

시 MAC 어드레스의 고유성을 체크하기 위해 단계(1130)에서 전체 무선 도메인을 체크하거나, 또는 네트워크에서 다른

IAP 디바이스들과 연계되는 노드들을 포함하는, 실질적으로 모든 노드들을 체크할 수 있다.

중복 MAC 어드레스에 대한 네트워크-전반 체크는 임의의 적절한 검색 프로시져를 채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검색 프로

시져는 다음과 같이 수행될 수 있다.

(1) 새로-파워업된 모바일 노드(102)가 네트워크(100) 내에서 임시 어드레스의 고유성에 대한 확인을 수신하기 전에는 새

임시 어드레스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단계(1140)에서, 모바일 노드(102)는, IAP(106)와 연계된 일 이웃 노드를 먼저 선

택할 수 있다. 이 이웃 노드는 이 새로-파워업된 모바일 노드(102)를 대신하여 검색을 수행할 수 있다.

(2) 단계(1150)에서, 선택된 이웃 노드는 DMAD(Duplicate MAC Address Detection) 패킷을 그 자신으로부터 IAP(106)

로, 행선지 어드레스로서 IAP 어드레스, 출발지 어드레스로서 송신 디바이스 MAC, 및 체크될 임시 MAC 어드레스를 포함

할 수 있는 유니-캐스트(uni-cast) 패킷으로 송신할 수 있다.

(3) IAP(106)가 이 DMAD 패킷을 수신할 때, 단계(1160)에서, IAP(106)는 먼저 그 자신의 연계 표를 체크하여, 이 임시

MAC 어드레스가 그 표에서 발견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 볼 수 있다. 단계(1170)에서 중복 어드레스가 발견되면, IAP

(106)는 DMAD 패킷 송신자에게 패킷을 다시 송신하여, 송신자에게 알리고(단계(1180)), 송신자는 이 임시 MAC 어드레

스가 사용중임을 하나 이상의 노드들에게 알릴 수 있다(단계(1190)). 그 다음, 프로세싱은 도 3에서 단계(1030)로 복귀된

다. IAP(106)가 그것의 연계 표에서 중복을 발견하지 않으면, 그것은, 단계(1200)에서 유선 네트워크(100)를 통해 다른

IAP(106) 디바이스들로 DMAD 패킷을 전달할 수 있다.

(4) 단계(1210)에서, DMAD 패킷을 수신하는 나머지 IAP(106)는 다른 IAP(106)와 연계되는 다른 모바일 디바이스들 중

에 가능한 중복에 대해 그들의 연계 표를 체크할 수 있다. 임시 MAC 어드레스가 다른 모바일 노드(102)에 의해 이미 사용

중임이 발견되면, 단계(1220)에서, 제1 IAP(106)로 부정적 응답이 다시 송신될 수 있다. 중복 어드레스가 발견되지 않으

면, 아무런 응답이 다시 송신될 필요가 없다.

(5) 제1 IAP(106)는 단계(1230)에서 대기하여, 단계(1210)에서 다른 IAP들이 그들의 연계 표를, 대기 시간 만료될 때까

지, 계속 체크하도록 할 수 있다; 그 다음, 다른 IAP(106)로부터 부정적 응답이 수신되었는지의 여부에 기초하여, 단계

(1220 또는 1240) 각각에서, 원래 DMAD 송신자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응답을 다시 송신할 수 있다.

(6) DMAD 송신자가 그것의 연계된 IAP 디바이스로부터 응답을 수신할 때, 단계(1250)에서, 그것은 새로-파워업된 디바

이스에게 알릴 수 있다. 중복 임시 MAC이 발견되면, 임시 MAC 디바이스(노드(102))는 단계(1010)에서 또 다른 MAC 어

드레스를 선택하여, 새 고유한 MAC 어드레스가 발견될 때까지, 프로세스를 반복할 수 있다. 그 다음, 노드(102)는, 단계

(1040)에 나타낸 것처럼, 이 임시 MAC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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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IAP 디바이스는, 2개 이상의 다른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동일한 MAC 어드레스를 선택하는

이벤트를 검지하여, DMAD 패킷을 IAP 디바이스에게 동시에 송신할 수 있다. 이 이벤트에서, 다음의 프로세스가 DMAD

프로세스 동안에 추가될 수 있다:

(1) IAP가 프락시 디바이스로부터 DMAD 메시지를 수신할 때, 패킷의 이 새 임시 MAC 어드레스가 이미 연계되어 사용 중

일지라도, IAP는 이 이벤트를 저장할 수 있다.

(2) 이 저장된 이벤트는, 디바이스가 실제 연계되거나 또는 중복 어드레스가 발견될 때까지 제거될 수 있다.

(3) IAP가 다른 IAP 디바이스들로부터 DMAD 요청 메시지를 수신할 때, 그것은, 연계 표에 추가하여 저장된 DMAD 이벤

트의 MAC 어드레스를 체크할 수 있다.

모바일 노드(103)와 같은, 노드가 동작 동안에, 그것의 임시 MAC 어드레스를 새 어드레스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이 디

바이스는, 모든 활동상태가 종료되기 전에, 그렇게 하기를 선호한다. 이 관점에서, 디바이스는 바로 파워업된 것처럼 진행

할 수 있다. 또한, IP-MAC 어드레스 매핑을 보유하는 디바이스가 이 MAC 어드레스로의 경로를 더 이상 얻을 수 없을 때,

기존 IP-MAC 매핑은 제거될 수 있고, 새 IP-MAC 매핑이 획득될 수 있다.

단지 본 발명의 몇 개의 실시예들만이 상세히 전술되었지만,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새로운 개시와 이점으로부터 실질적으

로 벗어남이 없이, 다수의 수정본이 실시예들에서 가능함을 쉽게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첨부된 청구범위에 정의된 것처

럼, 모든 그런 수정본은 본 발명의 범위 내에 포함되려고 의도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이들 및 다른 목적들, 이점, 및 새 특징이, 첨부 도면과 연관하여 읽혀질 때, 이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쉽게 이해

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 및 방법을 채택하는 복수의 노드를 포함하는 애드-혹 무선 통신 네트워크의 일

례의 블록도이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네트워크에 채택되는 모바일 노드의 일례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임시 MAC 어드레스를 생성하여 사용하기 위해 도 1에 도시된 네트워크의 일 노드에

의해 수행되는 동작들의 일례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중복 어드레스 체크를 수행하는 동작들의 일례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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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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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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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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