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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휴대인터넷망에서 패킷유실을 방지하는 핸드오버방법

요약

본 발명은 휴대인터넷사업자별 IP망에 연결되어 공중인터넷에 접속되는 휴대인터넷망에서 이동성을 갖는 휴대접속
단말기를 핸드오버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핸드오버방법은, 현재 접속중인 제1기지국접속장치와
제1패킷접속라우터에 존재하는 상기 휴대접속단말기의 접속정보를 핸드오버될 제2기지국접속장치 및 제2패킷접
속라우터에 전달한다. 또한 상기 제1패킷접속라우터와 상기 제2패킷접속라우터 사이에 터널을 생성하여, 상기 제1
기지국접속장치에 존재하는 미전송패킷들을 상기 제1패킷접속라우터에 포워딩한 후, 상기 터널을 통하여 제2기지
국접속장치에 전달되어 제2기지국접속장치가 상기 휴대접속단말기로 전송한다. 본 발명의 핸드오버방법에 따르면,
패킷유실을 방지할 수 있으며 패킷전달지연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핸드오버, 휴대인터넷망, 터널링, 포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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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될 휴대인터넷망의 구성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휴대인터넷망에서 서브넷간의 핸드오버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서브넷간 핸드오버 처리 순서를 보여주는 순서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서브넷간 핸드오버 과정에서, 경로변화 및 무선 구간의 핸드오버 과정 동안 발생되는 패킷 포
워딩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핸드오버방법의 구체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휴대형 단말기를 가진 사용자에게 이동 무선 환경에서도 고속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휴대인터넷
망에서 서브넷간 고속 핸드오버방법에 관한 것이다.

휴대인터넷 시스템은 무선랜 시스템과 셀룰라 이동통신 시스템의 특징중 장점은 취하면서 단점은 보완한 시스템이
다. 무선랜 시스템은 고속의 전송속도를 제공하지만 서비스 커버리지 및 이동성 지원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으며,
셀룰라 이동통신 시스템은 넓은 서비스 커버리지 및 이동성은 지원하지만 전송속도가 저속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
다.

일반적으로, 무선접속 환경 하에서 전송속도와 서비스 커버리지는 서로 대립이 되는 특성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말
하면, 높은 전송속도를 제공하는 기술일 경우에는 서비스 커버리지가 좁을 수밖에 없으며, 반대로 넓은 커버리지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전송속도를 낮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정설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최근에 높은 전송속도를 제공하면서도 비교적 넓은 서비스 커버리지를 지원하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으
며, 휴대인터넷 시스템에서 이러한 기술들을 적용하고 있다. 휴대인터넷 시스템은 무선랜 및 셀룰라 이동통신시스
템의 특성 중에서 각각의 장점만을 취한 시스템으로써 고속의 전송속도를 제공하면서 셀룰라 이동통신시스템에 근
접하는 수준의 서비스 커버리지와 이동성까지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목표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휴대인터넷 시스템은 셀 기반의 이동통신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핸드오버라는 이동 시스템 특유의 기술이
지원된다. 핸드오버란 서비스중인 단말이 위치 이동으로 인해 다른 셀 영역으로 진입하더라도 서비스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해 주는 기술을 말한다.

핸드오버 과정에서는 데이터 전달 경로의 변경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며, 경로 변경 과정에서 데이터 패킷이 유실되
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서킷 기반의 음성 서비스와는 달리 패킷 시스템에서 패킷의 유실은 경우에 따라 서비스중
인 세션이 절단되거나 또는 재전송 메커니즘을 가지는 TCP와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 재전송에 따른 시간
지연을 유발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서비스 단절 시간이 길어지는 현상을 초래한다.

따라서 가능한 한 패킷의 유실을 방지하여야 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핸드오버를 처리하여 서비스가 단절되는
시간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핸드오버 품질을 높이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패킷 서비스 시스템은 핸드오버 상황에서 경로 변경에 의한 패킷 유실을 방지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
지는 않으며, 특히 IP 서브넷 간의 핸드오버 시에는 단순히 이동IP 등록 절차를 통해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기술적 과제는, 휴대인터넷과 같은 무선 패킷 데이터 망에서, 패킷
유실을 방지하고 패킷전달지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핸드오버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하나의 특징에 따른 핸드오버방법은, 휴대인터넷 홈서버망 내의 제1
IP서브넷에 접속된 휴대접속단말기를 상기 홈서버망 내에 존재하는 제2 IP서브넷으로 핸드오버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제1 IP서브넷이 상기 제2 IP서브넷 사이에 터널을 생성하여 상기 휴대접속단말기에 전송될 미전송 데이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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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기 터널을 통하여 상기 제2 IP서브넷으로 전송하는 무선구간의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단계; 및 상기 휴대접속
단말기가 상기 제2 IP서브넷에 이동IP를 등록하고 상기 홈서버에 등록된 라우팅정보를 갱신하는 유선구간의 핸드
오버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무선구간의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단계 전에, 제1 IP서브넷이 가입자 프로파일 검색을 위한 서버들에의 접근절
차 및 서비스 플로우 설정절차를 대행할 수 있는 정보를 제2 IP서브넷으로 전송하는 단계가 수행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유선구간의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단계 후에, 상기 제1 IP서브넷은 상기 휴대접속단말기 사이에 존재하
는 전송경로 및 상기 터널을 삭제하는 단계를 수행할 수 있다.

상기 홈서버는 다수의 IP서브넷이 접속된 에지라우터 영역을 다수 개 포함하고, 상기 제2 IP서브넷은, 상기 휴대접
속단말기가 주위의 IP서브넷들의 신호세기를 측정하여 상기 신호세기가 특정 신호세기보다 큰 후보망들 중에서 선
택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1 IP서브넷과 제2 IP서브넷은 동일한 에지라우터 영역에 포함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에지라우터 영
역에 포함될 수도 있다.

상기 제1 및 제2 IP서브넷은 각각 서비스접속 및 핸드오버 신호절차를 제어하는 제1 및 제2 IP라우터 영역이고, 상
기 제1 및 제2 IP라우터는 각각 복수의 제1 및 제2접속장치들과 IP기반의 유선접속을 하며, 상기 휴대접속단말기는
상기 접속장치들을 통하여 해당 IP라우터에 접속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IP라우터들은 외부에이전시 역할을 할 수 있다.

상기 터널은 제1 IP라우터와 제2 IP라우터 사이에 생성되고, 상기 제1 IP라우터는 상기 제1접속장치를 통하여 상기
휴대접속단말기로 전송될 미전송 데이터들을 상기 터널을 통하여 상기 제2 IP라우터로 전송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른 기록매체는, 상기 제1 IP서브넷이 상기 제2 IP서브넷 사이에 터널을 생성하여 상기 휴
대접속단말기에 전송될 미전송 데이터들을 상기 터널을 통하여 상기 제2 IP서브넷으로 전송하는 무선구간의 핸드
오버를 수행하는 기능; 및 상기 휴대접속단말기가 상기 제2 IP서브넷에 이동IP를 등록하고 상기 홈서버에 라우팅정
보를 갱신하는 유선구간의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기능을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다.

여기서 기록매체는 CD, 플로피디스켓, 하드디스크 등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전자기록매체를 포함한다.

이하에서는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먼저, 본 발명이 적용될 수 있는 휴대인터넷망의 구성도를 살펴본다.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될 휴대인터넷망의 구성도이다. HPi(High speed Portable internet)는 휴대 인터넷을 위해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되고 있는 시스템을 지칭하는 것이며, 무선 접속을 통한 고속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도 1에서와 같이, 휴대 인터넷망은, 서브넷들(100, 200)이 휴대인터넷사업자별 IP망(300)에 연결되어 공중인터넷
(400)에 접속되는 구조를 갖는다.

구체적으로, 서브넷(100)은, 이동성을 갖는 휴대접속단말기(Access Terminal, 이하 AT 라고 명명함)(110), 기지
국접속장치(Access Point, 이하 AP 라고 명명함)(120), 패킷접속라우터(Packet Access Router, 이하 PAR 라고
명명함)(130)를 포함한다.

AT(110)는 AP(120)와 무선 접속이 이루어진다. AP(120)는 AT와 무선 접속 기능을 수행하며 또 PAR(130)와는
IP기반의 유선 접속 기능을 수행한다. PAR(130)는 AP(120)와 연결되어 IP라우터 역할을 수행하며 또한 서비스 접
속 및 핸드오버와 같은 신호 절차를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도 1에서와 같이, 하나의 PAR(130 또는 230) 영역이 하나의 IP서브넷(100 또는 200)이 되며, 이러한 PAR들은 휴
대인터넷사업자별 IP 망(300)에 연결되어 공중인터넷(400)에 접속되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

휴대인터넷사업자별 IP망(300)에는, 인증/권한검증/과금서버(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ing server,
이하 AAA서버라고 명명함)(310) 및 이동인터넷프로토콜(Mobile IP, 이동IP라고 명명함)의 홈서버인 홈에이전트
(Home Agent, 이하 HA라고 명명함)(108)가 존재한다.

도 1에서는, HA(320)를 나타낸 것과 같이 HPi 시스템은 이동IP를 기본 호처리에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부에
이전트(Foreign Agent) 역할은 PAR(130, 230)가 수행을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도 2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핸드오버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휴대인터넷망에서 서브넷간의 핸드오버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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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인터넷망에서, 하나의 PAR(130, 230) 영역이 하나의 서브넷(100, 200)을 구성하게 되므로, 서브넷간의 핸드
오버는 PAR간의 핸드오버를 의미하게 되며, 이를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서로 다른 PAR에 속한 셀간의 핸드오버라고
할 수 있다.

먼저, AT(110)가 서브넷-X(100)를 통하여 공중 인터넷(400)에 존재하는 상대노드(Correspondent Node, 이하
CN이라고 명명함)(410)에 접속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가정하고, 에지라우터(330)는 휴대인터넷사업자
별 IP망(300)에 존재하며 PAR들(130, 230)을 연결하는 라이터이다. 이 경우, 데이터트래픽 경로는 핸드오버이전
경로(A, 일점쇄선으로 표시)로 표시한 것과 같다. 즉, CN(410) - HA(320) - 에지라우터(330) - 제1PAR(130) -
제1AP(120) - 제1AT(110)이 된다.

이와 같이 PAR(130)에 속한 AP(120) 영역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던 AT(110)가 서비스 중인 상태에서 위치를 이동
하여 서브넷-Y(200)를 형성하는 PAR(230)에 속한 AP(220) 영역 즉, AT(210)로 표시된 위치에 진입하게 되면, 서
브넷간 핸드오버 처리 기능이 동작되고 핸드오버 처리가 진행된다. 핸드오버처리가 완료되면, 데이터트래픽경로는
핸드오버이후경로(B. 이점쇄선으로 표시)와 같이 변경되고 AT는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핸드오버이후경로(B)를 살펴보면, PAR(130)가 연결된 에지라우터(330)부터 CN(410)까지의 경로는 종래의 경로
와 동일하고, 하단의 에지라우터(330)에서 새로운 PAR(230)으로의 경로가 새로이 구성된다. 즉, CN(410) -
HA(320) - 에지라우터(330) - 제2PAR(230) - 제2AP(220) - 제2AT(210)가 된다.

여기서, 서브넷-X(100)에 속한 PAR(130)와 서브넷-Y(200)에 속한 PAR(230)가 동일한 에지라우터(330)에 연결
된 경우에 해당되며, 서로 다른 에지라우터에 연결된 경우에는 HA(310) 이하의 경로가 변경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하에서는, 도 3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핸드오버의 처리 순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서브넷간 핸드오버 처리 순서를 보여주는 순서도이다.

먼저, 서비스 접속 중이던 AT(110)가 이동으로 인하여 서비스 영역을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되면, 주위의 인접 셀들
의 신호세기를 측정하여 특정 신호세기 이상인 셀들을 핸드오버 후보 셀로 선정하여 접속중이던 AP(120)에게 핸드
오버를 요청하게 된다. AT(110)로부터 핸드오버 요청을 받은 AP(120)는 상위 PAR(130)에게 이를 전달하게 되고,
PAR(130)는 AT(110)가 측정한 인접 셀들의 무선 신호세기와 망의 자원 상태를 기반으로 핸드오버 요청에 대한 수
락 여부와 핸드오버 해야 할 목적지 셀을 결정한다.

결정된 셀이 다른 PAR(230)에 속해 있을 경우 서브넷간 핸드오버가 발생하게 되며, 제1PAR(130)는 제2PAR(230)
를 거쳐 제2AP(220)에게 핸드오버 요청을 전달하고 제2PAR(230) 및 제2AP(220)는 핸드오버를 위한 자원 할당
등의 준비를 수행한다. 이 과정이 핸드오버 요청 및 수락 제어 단계(S100)에 해당된다.

그 다음, 제1PAR(130)는 PAR관점에서 유지하는 호제어 정보와 같은 컨텍스트정보(Context information)를 제
2PAR(230)에게 전달하고, 마찬가지로 제1AP(120)는 제2AP(220)에게 AP가 유지하는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S200).

이러한 단계(S200)에 의하여 새로운 영역에서 가입자 프로파일 검색을 위한 AAA서버 접근 절차 및 서비스 플로우
설정 절차를 대행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핸드오버 처리 시간이 단축된다.

다음으로, 경로변경으로 인한 패킷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PAR(130)와 제2PAR(230) 사이에 터널을 생성한
다. 제1PAR(130)는 해당 AT(110)에게 전달해야하는 패킷을 수신하면 제1AP(120)에게 전달하지 않고 터널을 이
용하여 제2PAR(230)를 거쳐 제2AP(220)에게 전달한다(S300).

그 다음에, PAR간 터널이 생성된 후 제1AP(120)는 그동안 수신된 패킷 중 AT에게 미처 전달하지 못한 미전송패킷
들을 제1PAR(130)에게 다시 포워딩하면, 제1PAR(130)는 이를 제2PAR(230)를 통해 제2AP(220)에게 전달한다
(S400) 한편, 제2AP(220)는 핸드오버 과정에서 포워딩된 모든 패킷을 수신하게 되면, AT와 통신을 개시하여 데이
터 트래픽을 송수신하게 된다. 이 단계까지가 무선 구간의 핸드오버 절차라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무선구간의 핸드오버절차가 완료된 후에 수행되는 유선구간의 핸드오버절차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1AP(120)가 미전송 패킷 포워딩을 완료하고, 제2AP(220)와 AT(210) 사이의 데이터 전송이 개시되면 제
2PAR(230)는 AT(210)에게 이동IP 등록을 지시하게 된다. 이 지시에 따라, AT(210)는 새로운 PAR(230) 영역에서
이동IP 등록을 통하여 유선구간의 핸드오버 처리를 수행하게 된다(S500).

이동IP 등록이 완료되면, 유선구간도 새로운 경로로 패킷이 전달되며, 핸드오버이전경로 및 패킷포워딩을 위해 설
정하였던 제1PAR(130)와 제2PAR(230) 사이의 터널은 삭제된다(S600).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서브넷간 핸드오버 과정에서, 경로변화 및 무선 구간의 핸드오버 과정 동안 발생되는 패킷 포
워딩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 내지 도 3에서는, 서브넷-X(100) 내에 존재하던 AT(110)가 서브넷-Y(200)에 존재하는 AT(210)로 이동하는
경우를 설명하였다. 즉, 앞에서는, 제1AT(110)과 제2AT(210)을 구별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하의 설명에서는
설명의 간략화 및 간편화를 위하여 제1AT(110)과 제2AT(210)를 모두 AT(110)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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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핸드오버이전경로(A)는 CN(410) - HA(320) - 제1PAR(130) - 제1AP(120) - AT(110)이
고, 핸드오버이후경로(B)는 CN(410) - HA(320) - 제2PAR(230) - 제2AP(220) - AT(110)이다.

터널(231)은 도 3의 PAR간 터널생성단계(S300)에서 생성된다. 이러한 터널은 IP-in-IP 또는 일반라우팅캡슐화
(Generic Routing Encapsulation, 이하 GRE라고 명명함)를 의미하며, 무선구간의 핸드오버처리단계(a -> b)에서
발생될 수 있는 패킷 유실 방지 및 패킷 전달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터널이 생성된 이후에는 상위 HA(320)로부터 수신되는 패킷을 터널링(C)을 통해 제2PAR(230)를 거쳐 제
2AP(220)에게 전달하게 된다.

터널이 생성된 이후 제1AP(120)는 수신된 패킷 중에서 핸드오버발생 전 무선경로(a)를 통해 미처 전달하지 못한 패
킷들을 제1PAR(130)에게 다시 포워딩(D)하여 터널(231)을 통해 제2AP(220)에게 전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절차
는 터널생성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미전송 패킷의 포워딩(D)은 터널이 생성되기 이전까지 제1AP(120)로 전송된 패
킷만을 포워딩하게 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핸드오버방법의 구체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즉, 도 3의 순서도를 보다 상세하게 보
여주는 도면이다.

먼저, 서비스 접속 중이던 AT(110)는 현재 접속 중이던 셀의 무선 신호세기가 감소하여 핸드오버를 해야겠다고 판
단이 되면, 인접 셀들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세기를 측정하여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인접 셀들을 핸드오버 후보 셀로
하여 제1AP(120)에게 HO-REQ메시지를 송신하여 핸드오버를 요청한다(S101). HO-REQ메시지에는 핸드오버 후
보 셀 리스트와 후보 셀들의 무선 신호세기가 포함된다.

HO-REQ메세지를 수신한 제1AP(120)는 HO-REQ메세지에 포함된 정보 및 해당 서비스가 사용하던 QoS(Quality
of Service)정보를 포함한 HOreq메시지를 통해 제1PAR(230)에게 핸드오버 요청을 전달한다(S102).

HOreq메세지를 수신한 제1PAR(130)은 QoS 정보를 기반으로 핸드오버 요청에 대한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또한
핸드오버 후보 셀들의 무선 신호세기와 망의 자원사용 정보를 기반으로 최적의 핸드오버 목적지 셀을 결정하게 되
며, 결정된 핸드오버 목적지 셀이 다른 PAR에 속해 있을 경우 서브넷간 핸드오버가 발생하게 된다.

서브넷간 핸드오버일 경우 제1AP(130)은 핸드오버 목적지 셀이 속해 있는 제2PAR(230)에게 PHO-req메시지를
통해 핸드오버를 요청하게 된다(S103). 이 때 사용 중이던 서비스에 대한 QoS 정보가 포함되며, 핸드오버 후보 셀
중 제2PAR(230)에 속한 셀이 2개 이상일 경우 모두 포함된다.

PHO-req메세지를 수신한 제2PAR(230)는 자신에 속한 핸드오버 후보 셀 중 최적의 셀을 선택하여 HOind메시지
를 통해 선택된 제2AP(220)에게 핸드오버를 요청한다(S104).

HOind메시지를 수신한 제2AP(220)는 요청된 서비스의 QoS 정보를 기반으로 자원을 할당한다. 또한, 제2AP(220)
는 HOcnf메시지로 제2PAR(230)에게 핸드오버 준비가 되었음을 통지한다(S105).

유사한 정보가 PHO-rsp, HOrsp, HO-RSP메시지들을 통해 제1PAR(130), 제1AP(120), AT(110)에까지 전달된
다(S106, S107, S108). 이러한 단계를 통하여 도 3에서의 핸드오버 요청 및 수락제어단계(S100)가 완료된다.

그 다음에, 제1PAR(130)은 해당 AT의 서비스 접속을 위해 사용되었던 각종 컨텍스트정보(주소정보, 플로우 개수,
QoS정보 등)를 PCI-ind메시지를 통해 제2PAR(230)에게 전달하고(S201), 제2PAR(230)는 연속적인 서비스를 유
지하기 위하여 수신된 정보를 저장하고 PCI-cnf메시지로 제1PAR(130)에게 응답한다(S202).

한편, AT(110)로부터 핸드오버 통지를 알리는 HO-IND메시지를 제1AP(120)에게 전송한다(S203). HO-IND메시
지를 수신한 제1AP(120)도 해당 AT와의 통신에 사용되었던 패킷전달번호와 같은 컨텍스트정보를 ACIind, PDT-
ind, ACIind메시지들을 통해 제2AP(220)에게 전달한다(S204, S205, S206). 제2AP(220)는 연속적인 서비스를 유
지하기 위하여 수신된 정보를 저장하고 ACIcnf메시지로 제2PAR(230)에게 응답한다(S207). 이러한 단계들을 통하
여 도 3에서 PAR 및 AP컨텍스트전달단계(S200)가 완료된다.

다음으로, ACIcnf메시지를 수신한 제2PAR(230)는 제1PAR(130)로부터 수신되는 패킷을 디캡슐화
(Decapsulation)하기 위한 터널을 생성한 후(S301), PDT-cnf메시지를 제1PAR(130)에게 송신한다(S302). PDT-
cnf메시지를 수신한 제1PAR(130)는 AT(110)에게 전달될 패킷을 새로운 경로인 제2PAR(230)를 통해 전달하기
위해 캡슐화(Encapsulation)터널을 생성(S303)한 후, ACIcnf 메시지를 제1AP(120)에게 전달한다(S304). 이 때부
터 AT에게 전달되는 패킷들은 터널링을 통해 제2AP(220)에게 전달된다. 이와 같은 세부단계들을 통하여 도 3에서
PAR 간 터널생성 및 터널링단계(S300)가 완료된다.

그런 다음, ACIcnf메시지를 수신한 제1AP(120)는 기존 경로 상에서 AT(110)에게 전송하지 않은 패킷들을 제
1PAR(130) 및 제2PAR(230)를 통해 제2AP(220)에게 포워딩함으로써 패킷의 유실을 방지한다(S401). 미전송 패
킷의 포워딩이 완료된 후, 제2AP(220)는 AT(110)와의 통신을 개시하면서 패킷 포워딩이 완료되었음을 FCnoti메
시지를 통해 제2PAR(230)에게 전달하게 된다(S402). 이와 같은 세부단계들을 통하여 도 3에서 미전송패킷 포워딩
단계(S400)가 완료된다.

다음으로, FCnoti메시지 수신으로 패킷 포워딩이 완료되었음을 인지한 제2PAR(230)는 제2AP(220)를 통해
AT(110)에게 AgentAdv메시지를 보내어 이동IP 등록을 하라는 지시를 보냄으로써 유선 구간의 핸드오버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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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게 한다(S501). AgentAdv메시지를 수신한 AT(110)는 새로운 서브넷 영역인 제2PAR(230)에게 이동IP 등
록을 요청하게 되고, 자신의 홈서버인 HA(320)에 존재하는 패킷 라우팅 정보를 제1PAR(130)에서 제2PAR(230)
로 갱신하게 한다(S502). 이렇게 하여 도 3에서 이동IP 등록지시 및 등록단계(S500)가 완료된다.

마지막으로, HA(320)는 이동IP 변경 등록이 완료되면 새로 설정된 트래픽 경로로 트래픽을 보내게 되고, 예전의 트
래픽 경로의 삭제를 지시하게 된다. 트래픽 경로 삭제 지시를 받은 제1PAR는 예전의 트래픽 경로 및 중간 단계에서
터널링을 위해 생성되었던 터널을 삭제하게 되고, 제2PAR는 이동IP 등록이 완료된 후 터널을 삭제한다(S600).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핸드오버 과정에서 트래픽 경로가 변경되더라도 패킷 유실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는 패킷 유실
로 인한 세션 단절의 방지 및 TCP와 같은 상위 계층에서 재전송에 의해 복구되는 경우에 비해 결과적으로 핸드오버
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앞에서 바람직한 실시예에 근거하여 본 발명을 설명하였지만, 이 실시예는 본 발명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시
하려는 것이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게는 본 발명의 기술사상의 벗어남 없이 실시예에 대
한 다양한 변화, 변경 등이 가능함은 명백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보호범위는 첨부된 청구범위에 의해서만
한정될 것이며, 변화예 또는 변경예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인터넷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서 서비스 접속중인 단말이 이동을 하여
IP 서브넷이 다른 셀로 진입할 경우, 무선 구간의 핸드오버 실행 구간과 유선 구간의 핸드오버를 순차적으로 실행함
으로써 실패에 따른 경로 불일치를 방지하고, 핸드오버 절차중에 가입자에 대한 호제어 정보를 새로운 경로의 제어
장치에게 전달하므로써 인증서버 접속절차 및 서비스 플로우 설정절차를 수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선 구간의 핸드오버는 무선 구간의 핸드오버에 따른 미전송 패킷의 포워딩이 완료되고 단말과 새로운 셀과
의 통신이 개시된 후에 실행하게 하여 경로 재설정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패킷 유실을 방지하여 전체적인 핸드오
버의 고속화를 추구하고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휴대인터넷 홈서버망 내의 제1 IP서브넷에 접속된 휴대접속단말기를 상기 홈서버망 내에 존재하는 제2 IP서브넷으
로 핸드오버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 IP서브넷이 상기 제2 IP서브넷 사이에 터널을 생성하여 상기 휴대접속단말기에 전송될 미전송 데이터들
을 상기 터널을 통하여 상기 제2 IP서브넷으로 전송하는 무선구간의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단계; 및

상기 휴대접속단말기가 상기 제2 IP서브넷에 이동IP를 등록하고 상기 홈서버에 등록된 라우팅정보를 갱신하는 유
선구간의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버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구간의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단계 전에, 제1 IP서브넷이 가입자 프로파일 검색을 위한 서
버들에의 접근절차 및 서비스 플로우 설정절차를 대행할 수 있는 정보를 제2 IP서브넷으로 전송하는 단계가 수행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버방법.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유선구간의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단계 후에, 상기 제1 IP서브넷은 상기 휴대접속
단말기 사이에 존재하는 전송경로 및 상기 터널을 삭제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버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홈서버는 다수의 IP서브넷이 접속된 에지라우터 영역을 다수 개 포함하고,

상기 제2 IP서브넷은, 상기 휴대접속단말기가 주위의 IP서브넷들의 신호세기를 측정하여 상기 신호세기가 특정 신
호세기보다 큰 후보망들 중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버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IP서브넷과 제2 IP서브넷은 동일한 에지라우터 영역에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
드오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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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IP서브넷과 제2 IP서브넷은 서로 다른 에지라우터 영역에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버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IP서브넷은 각각 서비스접속 및 핸드오버 신호절차를 제어하는 제1 및 제2 IP라
우터 영역이고,

상기 제1 및 제2 IP라우터는 각각 복수의 제1 및 제2접속장치들과 IP기반의 유선접속을 하며,

상기 휴대접속단말기는 상기 접속장치들을 통하여 해당 IP라우터에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버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IP라우터들은 외부에이전시 역할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버방법.

청구항 9.

제7항 또는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터널은 제1 IP라우터와 제2 IP라우터 사이에 생성되고

상기 제1 IP라우터는 상기 제1접속장치를 통하여 상기 휴대접속단말기로 전송될 미전송 데이터들을 상기 터널을
통하여 상기 제2 IP라우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버방법.

청구항 10.

휴대인터넷 홈서버망 내의 제1 IP서브넷에 접속된 휴대접속단말기를 상기 홈서버망 내에 존재하는 제2 IP서브넷으
로 핸드오버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 IP서브넷이 상기 제2 IP서브넷 사이에 터널을 생성하여 상기 휴대접속단말기에 전송될 미전송 데이터들
을 상기 터널을 통하여 상기 제2 IP서브넷으로 전송하는 무선구간의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기능; 및

상기 휴대접속단말기가 상기 제2 IP서브넷에 이동IP를 등록하고 상기 홈서버에 라우팅정보를 갱신하는 유선구간의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기능

을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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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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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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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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