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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유무선 통합망에서의 인터넷 핸드오버 서비스를 위한 패킷송수신 방법

요약

  본 발명에 따른 유무선 통합망 인터넷 서비스의 패킷 송수신 방법은, (a) 발신측이 데이터 전송을 위해 TCP/UDP 페이로

드에 헤더 정보를 추가하고, 자신의 발신지 공중 인터넷망의 주소인 공중 IP 와, 사설 인터넷망의 주소인 사설 IP 및 목적

지의 공중 인터넷망의 주소인 공중 IP와, 사설 인터넷망의 주소인 사설 IP 주소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 (b) 상기 발신측이

확인된 발신지 공중 IP와 목적지 공중 IP 를 발신지 주소와 목적지 주소란에 저장하고, 발신지 사설 IP와 목적지 사설 IP를

해당 IP 패킷의 옵션필드에 저장하는 단계; (c) 상기 발신지 공중 IP와 목적지 공중 IP를 이용하여 TCP/UDP 헤더의 체크

섬을 계산하고, 체크섬 필드에 저장하는 단계; 및 (d) 상기 발신지 공중 IP와 목적지 공중 IP를 비교하여, 동일한 주소인 경

우 목적지 주소에 목적지 공중 IP와 목적지 사설 IP를 교체하여 입력한 후, 해당 IP 패킷 전체의 체크섬을 계산하여 입력하

고, 목적지로 전송되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기본적인 인터넷 서비스 연결을 위한 고정 IP할당, 핸드오버 및 터널링 등 이동환경에서 지원

되어야 하는 요구사항을 다중 계층 인터넷 주소 및 송수신 처리 방법에 의해 지원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대표도

도 10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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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통합망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 핸드오버 서비스, 다중 계층 인터넷 패킷(MLIP)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유무선 통합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2는 RFC791 인터넷 프로토콜에서 사용하는 공중 인터넷망 IP를 나타낸다.

  도 3은 RFC791 인터넷 프로토콜에서 사용하는 사설 IP를 나타낸다.

  도 4는 IPv4 프로토콜의 메시지 포맷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도 4의 IPv4 확장을 위한 옵션 영역이 포맷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도 4와 도 5를 이용한 다중 계층 인터넷 프로토콜의 패킷 헤더 정보의 구조를 나타낸 블

록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유선 및 무선 이동단말의 IP 계층 패킷 처리 구조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유무선 통합망에서의 이동 인터넷 서비스 처리 절차를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유무선 통합망에서의 이동 인터넷 서비스 처리 절차의 핸드오버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MLIP 패킷의 유무선 이동단말 주소를 이용한 전송 처리 동작의 순서도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MLIP 패킷의 유무선 이동단말 주소를 이용한 수신 처리 동작의 순서도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유무선 이동단말 주소를 이용한 서비스 호환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의 간단한 설명>

  100 : 공중 인터넷 111~114 : 라우터(110)

  121~123 : 사설 인터넷 130 : HA

  140 : FA 151, 152 : 기지국

  160 : 무선단말 170 : 유선단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우무선 통합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에서의 아이피 주소할당 및 패킷 처리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사설 인터넷

을 경유하여 공중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주소 지정 및 패킷 송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유무선 통합망에서의 인터넷

핸드오버 서비스를 위한 패킷 송수신 방법에 관한 것이다.

등록특허 10-0522393

- 2 -



  유선 및 무선 통합망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IPv4(Internet Protocol Version 4)로써는 주소 공

간의 부족으로 계속 증가하는 서비스 단말을 수용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했다.

  이러한 주소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유무선 인터넷에서는 IPv4 사설 인터넷 주소 사용방법과 IPv6 주소 사용을 검토하고

있으나, 각 주소사용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사설 인터넷 주소 사용시의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에서 정의한 단대단 양방향 인터넷 서

비스 지원의 어려움과, IPv6 주소 사용시의 IPv6 망 구현시기와 IPv4와 IPv6 망 사이의 망연동 문제의 어려움이 계속 존

재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주소설정에 대하여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1998-149325(IP 어드레스 교환에 의한 인터넷 가용자

간 직접 접속 기능 프로그램 및 그 시스템 매체)에서 공중 회선의 다이얼업 접속을 통한 종단간 인터넷 서비스 제공방법을

제안한다.

  상기한 특허는 공중회선을 사용하고 다이얼업 접속한 인터넷의 종단 이용자간이 간단하게 직접 접속하고 대화식 통신 시

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인터넷 상의 IP 주소를 관리하는 서버 기능 프로그램을 통하여 종단 이용자측에는 각각 대화식 통신 시스템을 시동하고

서버 기능 프로그램으로부터 통지된 상대편 IP 주소를 건네주고, 종단 이용자간으로 직접 상호 접속시키는 클라이언트 기

능 프로그램에 의하여 수행된다.

  그러나, 상기한 특허는 공중회선을 이용한 종단간 대화식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하나, 이를 이용하여 현재 대두되

고 있는 IP 주소의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이라 할 수 없다.

  IP 주소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미국 공개특허번호 6026441(Method for establishing communication on the Internet

with a client having a dynamically assigned IP address)에서 IP 주소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동적 IP 주소 할당이 목

적지 단말 IP 주소를 알리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상기한 특허는 동적 IP 할당측에 이들의 IP할당을 관장하는 IASP(Internet Access Service Provider) 구성과 발신지 단

말과 IASP와의 통신 절차를 필요로 하며, 이는 IASP에 의해서 동적으로 할당된 IP 주소를 가지는 목적지 단말과 인터넷

연결을 위해서는 발신지 단말에서 목적지 단말의 IP 주소를 알아야만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은 기존의 인터넷 주소체계를 유지하면서 IP 부족문제를 해결하여 유무선

통합망에서 IP 주소를 할당하고 패킷 송수신을 가능하도록 하는 유무선 통합망에서의 인터넷 핸드오버 서비스를 위한 패

킷 송수신 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른 유무선 통합망에서의 인터넷 핸드오버 서비스를 위한 패킷 송수신 방법은,

  공중 인터넷망을 백본으로 하는 다수의 무선환경의 사설 인터넷망과, 상기 다수의 무선 사설 인터넷망 중에 제 1 무선 사

설 인터넷망에 접속되어 있는 무선단말과, 유선환경의 사설 인터넷망의 유선단말간의 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패킷 송수신

방법에 있어서, 상기 무선단말에서 상기 무선 사설 인터넷망으로부터 무선 사설 IP주소를 할당받는 단계; 상기 유선단말에

서 상기 유선 사설 인터넷망으로부터 유선 사설 IP주소를 할당받는 단계; 및 상기 무선단말과 유선단말이 각각 할당받은

무선 사설 IP 주소와 유선 사설 IP주소와, 상기 공중인터넷망에서 상기 무선 사설 인터넷망과 상기 유선 사설 인터넷망에

각각 부여하는 공중 IP주소를 이용한 다중 계층 인터넷 패킷을 IP패킷의 옵션필드를 이용하여 구성하고 각각 패킷을 송수

신하는 단계를 포함를 포함하며, 상기 다중 계층 인터넷 패킷은, 송신 및 수신측 사설 IP 주소를 정의하는 정보요소와, 옵

션 길이 정보에 주소 정보의 전체 길이정보와, 송신측 단말의 종류 정보, 사설 IP 주소 및 식별정보와, 수신측 단말의 종류

정보, 사설 IP 주소 및 수신측 단말 식별정보를 포함하여 구성된 옵션필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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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바람직하게, 상기 무선 단말이, 현재 속한 제 1 무선 사설 인터넷망에서, 제 2 무선 사설 인터넷망으로 이동하는 경우, 상

기 무선 단말이 상기 제 2 무선 사설 인터넷망으로 사설 IP 를 요구하여, 제 2 사설 IP를 할당받는 단계; 상기 무선 단말이

상기 제 2 무선 사설 인터넷망에 포함되어 있는 외부 에이전트로 이동 IP등록을 요청하고, 상기 제 2 무선 사설 인터넷망의

외부 에이전트와, 상기 제 1 무선 사설 인터넷망에 포함되어 있는 홈 에이전트간에 터널링을 수행하는 단계; 상기 무선단

말과 유선단말이 각각 무선 사설 IP 주소 및 무선 제 2 사설 IP 주소 와, 유선 사설 IP주소와, 상기 공중인터넷망에서 무선

사설 인터넷망과 유선 사설 인터넷망에 각각 부여하는 공중 IP주소를 이용한 다중 계층 인터넷 패킷을 IP패킷의 옵션필드

을 이용하여 구성하고 각각 패킷을 송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유무선 통합망 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다중 계층 인터넷 패킷 전송 처리방법은, 공중 인터넷망을 백

본으로 하는 무선환경의 사설 인터넷망에 접속되어 있는 무선단말과, 유선환경의 사설 인터넷망의 유선단말간의 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다중 계층 인터넷 패킷 전송 처리 방법에 있어서, (a) 발신측이 데이터 전송을 위해 TCP/UDP 페이로드에

헤더 정보를 추가하고, 자신의 발신지 공중 인터넷망의 주소인 공중 IP 와, 사설 인터넷망의 주소인 사설 IP 및 목적지의

공중 인터넷망의 주소인 공중 IP와, 사설 인터넷망의 주소인 사설 IP 주소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 (b) 상기 발신측이 확인

된 발신지 공중 IP와 목적지 공중 IP 를 발신지 주소와 목적지 주소란에 저장하고, 발신지 사설 IP와 목적지 사설 IP를 해

당 IP 패킷의 옵션필드에 저장하는 단계; (c) 상기 발신지 공중 IP와 목적지 공중 IP를 이용하여 TCP/UDP 헤더의 체크섬

을 계산하고, 체크섬 필드에 저장하는 단계; 및 (d) 상기 발신지 공중 IP와 목적지 공중 IP를 비교하여, 동일한 주소인 경우

목적지 주소에 목적지 공중 IP와 목적지 사설 IP를 교체하여 입력한 후, 해당 IP 패킷 전체의 체크섬을 계산하여 입력하고,

목적지로 전송되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d) 단계에 있어서, 상기 발신지 공중 IP와 목적지 공중 IP를 비교하여, 동일한 주소가 아닌 경우, 발신

지 사설 IP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판단결과, 발신지 사설 IP가 존재하는 경우, 발신측에서 발신지 공중 IP와

발신지 사설 IP를 교체하여 입력한 후, 해당 IP 패킷 전체의 체크섬을 계산하여 입력하고, 목적지로 전송되도록 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유무선 통합망 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다중 인터넷 패킷 수신 처리방법은, 공중 인터넷망을 백본으

로 하는 무선환경의 사설 인터넷망에 접속되어 있는 무선단말과, 유선환경의 사설 인터넷망의 유선단말간의 인터넷 서비

스를 통한 다중 계층 인터넷 패킷 수신 처리 방법에 있어서, (a) 패킷을 수신한 수신측이, 해당 패킷의 체크섬을 계산하여

체크섬 에러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b) 상기 판단결과, 체크섬 에러가 없는 경우, 수신측이 해당 패킷의 목적지 공중 IP 주

소와 자신의 공중 IP 주소와 같은가를 비교하여, 같은 경우 목적지 사설 IP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단계; (c) 상기 확인결과,

수신측이 해당 패킷에 목적지 사설 IP가 있는 경우, 목적지 공중 IP와 목적지 사설 IP를 교체하고, 상기 교체된 목적지 사

설 IP와 자신의 공중 IP가 같은가를 확인하여, 같은 경우 발신지 사설 IP가 있는가 확인하는 단계; 및 (d) 상기 확인결과,

해당 패킷에 발신지 사설 IP가 있는 경우, 발신지 공중 IP와 발신지 사설 IP 내용을 교체하고, 해당 패킷의 속성에 따른 패

킷 처리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a) 단계에서 체크섬 에러가 발생한 패킷의 경우 폐기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b)단에서, 수신된 패킷의 목적지 공중 IP가 수신측의 공중 IP와 같지 않으면, 발신지 공중 IP가 핸드오

프 IP인가를 판단하고, 수신된 패킷의 발신지 공중 IP가 핸드오프 IP인 경우 IP 패킷 터널링을 수행하여 패킷을 포워딩 하

는 단계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c) 단계에서, 수신측이 상기 교체된 목적지 사설 IP와 자신의 공중 IP가 같지 않은 경우, 해당 패킷의

발신지 사설 IP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판단결과, 해당 패킷의 발신지 사설 IP가 있는 경우, 수신측이 해당 수신

패킷의 발신지 공중 IP가 사설 IP 주소인가를 확인하여, 해당 수신 패킷의 발신지 공중 IP가 사설 IP 주소인 경우, 발신지

공중 IP와 발신지 사설 IP를 교체하는 단계; 및 상기 교체된 발신지 공중 IP(발신지 사설 IP)가 핸드오프 IP인 경우 IP패킷

터널링을 수행하여 패킷을 포워딩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 예를 자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유무선 통합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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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을 참조하면, 유무선 통합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은 공중인터넷망(100)과, 다수의 라우터(111~114)와, 무선의 사설

인터넷망 A, B(121, 122)와, HA(Home Agent)(130), FA(Foreign Agent)(140)와, 기지국 1, 2(151, 152)와, 무선단말

(160)과, 유선의 사설 인터넷망 C(123)와, 유선단말(170)을 포함한다.

  공중인터넷망(110)은 유선과 무선의 통합망의 백본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IPv4 주

소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설 인터넷망 A, B(121,122)는 무선망이며, 사설 인터넷망 C(123)는 유선망이다.

  HA(130)는 사설 인터넷망 A(121)가 홈에이전트로 무선단말의 위치 정보를 유지한다.

  FA(140)는 무선단말(160)이 무선 접속된 무선 이동통신망에 각각 접속되며, HA(130)와 협력해 무선단말(160)로의 데

이터 전송을 담당하는 라우터이다.

  사설 인터넷망 A, B(121, 122)는 기지국(150)을 통해 무선단말(160)과 접속하며, 무선단말(160)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사설 인터넷망 C(123)에는 직접 유선단말(170)이 연결되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며, 공중인터넷망(100)에 직

접 유선단말(170)이 연결되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사설 인터넷망 C(123)에서는 NAT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 접속해 있는 유선단말(170)에 사설 아이피를 할

당하고, 정해진 숫자의 공중 인터넷망 IP를 이용하여 많은 유선단말(170)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한다.

  도 2는 RFC791 인터넷 프로토콜에서 사용하는 공중 인터넷망 IP를 나타낸다.

  도 2를 참조하면, 공중 인터넷망 IP 는 계층화되어 있으며 5가지의 클래스로 나누어진다. 이들은 시작 IP와 종료 IP별로

나타내었으며, 계층별로 A, B, C클래스로 나누어지며, 멀티캐스팅(Multicasting)을 위한 D 클래스와 향후 사용하기 위한

E 클래스가 있다.

  또한, 사설 인터넷망에서 이용하는 NAT 등에 의해 무선단말(160) 또는 유선단말(170)에 할당되는 사설 IP는 다음과 같

이 정의되어 사용된다.

  도 3은 RFC791 인터넷 프로토콜에서 사용하는 사설 IP를 나타낸다.

  도 3을 참조하면, 공중 인터넷 IP의 주소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설 인터넷망에서 접속 단말에 할당하는 사설 IP는 A,

B, C의 클래스가 있으며, 이들은 시작IP 와 종료 IP 및 각 클래스별 CIDR(Classless InterDomain Routing)의 마스킹 값들

을 가지고 있다.

  상기 사설 IP 주소는 공중 인터넷 IP에서는 이들 주소를 사용할 수 없다.

  상기한 구조를 가지는 유무선 통합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에서 무선단말(160)이 양방향 서비스를 원하는 인터넷 서비스

에 접속하여 활성화되는 경우, 공중인터넷망(100)과 무선단말(160)간의 양방향 접속을 지원하면서 사설 인터넷망 A(121)

에서 사설 인터넷망 B(122)로 무선단말(160)이 이동하는 경우 핸드오버를 지원해야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핸드오버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무선단말(160)과 공중인터넷망(100)간에 송수

신되는 패킷의 일부 구성형식을 새롭게 정의한다.

  도 4는 IPv4 프로토콜의 메시지 포맷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IPv4 프로토콜 메시지는 헤더에는 버전, 헤더길이, 서비스 타입, 데이터그램 길이, 식별자, 플래그, 프

래그먼트 체크섬, TTL(Time to Live), 프로토콜, 헤더 체크섬 정보를 포함한다.

  그리고, 발신지 주소와 목적지 주소를 가지며, 옵션필드와 어플리케이션 필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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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v4의 IP 헤더의 최대 길이는 헤더 길이정보 필드가 4바이트를 가지므로 '4×15 = 60' 임으로 최대 60바이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발신자 주소와 목적지 주소가 각각 4바이트씩 도 2 및 도 3에서 정의한 IP로 지정될 수 있으며, 옵션 필드는 기본

20바이트를 제외한 40바이트까지 지정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IPv4 프로토콜의 기존 패킷 구성형식을 유지하면서, 다중 계층 인터넷 주소로 정의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옵션필드를 이용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도 4의 IPv4 확장을 위한 옵션 영역이 포맷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옵션필드의 제어필드로써 첫 번째 옥텟에 옵션 클래스(501)와 옵션 번호(502)를 표시하고, 옵션길이

(503) 정보를 두 번째 옥텟에 정의한다.

  그리고, 기존 단말기, 이동 단말기, VoIP(Voice of IP) 서비스 단말기, 정보 가전제품 등과 같이 발신측 단말기의 종류를

나타내는 터미널 타입(504)과, 발신지 터미널의 주소정보를 나타낸다(S505).

  그리고, 홈 네트워크와 동일한 사설 인터넷 주소 여러 개의 단말이 접속 가능하므로 이들을 식별하기 위한 터미널 장치

식별자(506)를 저장한다.

  그리고, 목적지측의 터미널 타입(507)과, 목적지 터미널 주소정보(508)와, 목적지 터미널 장치 식별자(509)를 포함한다.

  상기한 옵션필드를 포함한 IPv4 메시지 포맷을 구성하여 송수신하도록 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도 4와 도 5를 이용한 다중 계층 인터넷 프로토콜의 패킷 헤더 정보의 구조를 나타낸 블

록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패킷의 헤더 길이 정보(601)를 저장하고, 발신측 공중 IP 주소를 (602)에 저장한다.

  그리고, 목적지 공중 IP 주소가 (603)에 저장된다.

  또한, 발신지 사설 IP 주소가 (604)에 저장되며, 목적지 사설 IP주소가 (605)에 저장되며, 상기한 IP 주소들은

MLIP(Multi Later IP; 다중 계층 IP)절차에 의하여 필드 정보 변경이 발생한다.

  상술한 바와 같은 IP 패킷을 라우터에서 송수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유선 및 무선 이동단말의 IP 계층 패킷 처리 구조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다수의 라우터(111~114)에서 IP 계층에서의 패킷 처리를 위해서는, 망인터페이스(701)와, IP 입력큐

(702)와, IP 옵션처리(703)와, 패킷 처리부(704)와, IP 출력(705)과, TCP 모듈(706)과, UDP 모듈(707)과, ICMP 모듈

(708)과, 라우팅 테이블(709)과, 라우팅 데몬(710)과, Netstat 명령(711)과, 라우터 명령(712)을 포함한다.

  상기한 IP 계층 패킷 처리구조에서, 기존 서비스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하여 기존의 IP 패킷 처리 구성도의 기본기

능을 수정하지 않았으며, 단시 새로운 정보를 추가로 처리하기 위하여 IP 옵션처리(703)를 추가하여 구성한다.

  라우팅 테이블(709)은 라우팅 정보를 수정하기 위하여 라우팅 데몬(710)과, 라우터 명령(712)과, Netstat 명령(711)과,

ICMP(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 모듈(708)로부터 제어 정보를 수신하여 라우팅 정보 수정을 할 수 있다.

  링크 계층인 인터페이스망(701)으로부터 수신되는 패킷은 IP 입력큐(702)에 수신되어 기존 IP 옵션 처리기능에 따른 소

스 라우팅을 처리하고, 상기한 도 6에서와 같이 새로이 추가되는 옵션필드를 가지고 있는 IP 패킷이면 IP 옵션처리(703)에

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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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새로이 추가되는 옵션필드를 가지지 않는 기존의 IP 패킷은 패킷 처리부(704)에서 패킷의 종류에 따라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모듈(706) 또는 UDP(User Datagram Protocol) 모듈(707)과, ICMP 모듈(708)

로 보내어 처리되도록 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유무선 통합망에서의 이동 인터넷 서비스 처리 절차를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8을 참조하면, 무선단말(160)과 유선단말(170)간의 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데이터 송수신을 위해서는 무선단말(160)

이 속해 있는 사설 인터넷망 A(121)의 기지국 1(151)과 HA(130)과, 사설 인터넷망 B(122)의 기지국 2(152)와, FA(140)

과 라우터(110)를 포함한 구성을 가지고 메시지송수신이 이루어진다.

  무선단말(160)에서 유선단말(170)과 패킷 송수신을 위해서는 먼저 무선단말(160)이 자신이 속해 있는 사설 인터넷망

A(121)의 기지국 1(151)로 사설 IP를 요청하고(S801), 응답으로 사설 IP를 할당받는다(S802).

  이때, 이동 인터넷 환경에서는 RA(Router Agent)에 의해서 동적으로 사설 IP를 할당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주소 할당은

기존의 IPv4와 이동 IPv4의 주소할당 방법과 동일하며, 이때,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서 액세스 라우터 대표 IP 주소인

ip1 과 단말의 사설 IP 주소인 pip1 두 개의 주소가 할당된다.

  사설 IP를 할당받은 무선단말(160)은 데이터 패킷을 MLIP 전송 처리동작을 통해 HA(130)로 전송하며(S803), HA(130)

는 라우터(110)로 MLIP 수신처리 동작을 통해 패킷을 전송한다(S804). 이때, 상기 MLIP 전송 및 수신 처리 동작은 도 10

및 도 11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라우터(110)는 무선단말(160)에서 전송한 패킷의 수신지 IP 정보에 따라 유선단말(170)로 패킷을 전송하는데

(S170), 이때 처리절차는 상기에서 설명한 도 7의 구조를 통해 처리된다.

  그리고, 유선단말(170)에서 무선단말(160)로 패킷을 전송하고자 하면, 상기한 동작과 반대로 패킷 전송방식을 통해 라우

터(110)로 패킷을 전송하고(S806), 라우터(110)는 MLIP수신처리 절차를 통해 HA(130)로 데이터를 전송한다(S907).

  그러면, HA(130)는 MLIP 수신처리 절차를 통해 유선단말(170)로부터 전송되는 패킷을 무선단말로 전송한다(S808).

  상기한 방식에 의하여 무선단말(160)과 유선단말(170)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에 무선단말(160)이 사설 인터넷망A(121)에서 사설 인터넷망B(122)로

이동하는 경우 핸드오버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가 끊기지 않고 계속 제공된다.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유무선 통합망에서의 이동 인터넷 서비스 처리 절차의 핸드오버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이다

  도 9를 참조하면, 유선단말(170)과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 송수신을 하던 무선단말(160)이 이동하여 핸드오버가

발생하면(S901), 무선단말(160)은 사설 인터넷망B(122)의 기지국 2(152)로 사설 IP 할당을 요구하고(S902), 응답신호를

수신하여 사설 IP를 할당받는다(S903).

  그리고, 이동 IP 프로토콜 절차에 따라, 무선단말(160)은 FA(140)로 이동 IP등록을 요청하여(S904), FA(140)는 IP 터널

링을 위한 터널링 COA(care of address)를 사설 인터넷망A(121)의 HA(130)으로 전송한다(S905).

  그리고, HA(130)는 FA(140)로부터 수신된 COA를 이용하여 터널링 주소를 등록하고, IP터널링 응답을 하면(S906),

FA(140)에서도 터널링 주소 등록을 하게 된다.

  그러면, 터널링 경로가 생성되고(S907), 무선단말(160)은 MLIP 전송처리절차에 따라 데이터를 FA(140)로 전송할 수 있

으며(S908), 무선단말(160)에서 전송하는 패킷은 FA(140)가 MLIP 수신처리절차에 의해 유선단말(S909)로 전달한다

(S909).

  그리고, 유선단말(170)에서 무선단말(160)로 패킷을 전달하는 것은, 패킷전송 절차에 따라 유선단말(170)이 패킷을 라

우터 (110)로 전송하면(S910), 라우터(110)는 패킷전송 절차에 의해 HA(130)로 패킷을 전송한다(S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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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130)는 라우터(110)로부터 수신된 패킷을 MLIP 수신처리 절차에 의해 터널링 하여 FA(140)으로 전송하고(S912),

FA(140)는 터널링 되어 수신된 패킷을 MLIP 수신처리절차에 의해 무선단말(160)로 전송한다(S913).

  상기한 절차에 의하여 핸드오버가 발생된 상태에서도 이동 IP기능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어 유선단말(170)과

무선단말(160)간의 데이터 송수신이 이루어진다(S914).

  이때, 상기한 도 8 및 도 9에서의 MLIP 전송처리동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MLIP 패킷의 유무선 이동단말 주소를 이용한 전송 처리 동작의 순서도이다.

  도 10을 참조하면, MLIP 패킷의 전송을 위해서는 발신측에서 우선 패킷 포함되는 TCP/UDP 페이로드에 헤더를 추가한

다(S1001).

  그리고, 발신측은 서비스를 원하는 목적지 공중 IP주소 및 목적지 사설 IP 정보를 DNS(Domain Name Server)에 요청하

여(S1002), IP 패킷의 옵션필드에 입력한다. 이때, 발신측에서 목적지의 IP 주소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는, DNS에 요청하

지 않고 바로 목적지 공중 IP 및 사설 IP를 입력할 수 있다.

  그리고, 발신측에서는 자신의 공중 IP 및 사설 IP 정보를 DNS에서 가져온다(S1003). 상기 발신지 공중 IP와 목적지의 공

중 IP 주소는 발신지 주소와 착신지 주소란에 저장되며, 사설 IP주소는 IP 헤더의 옵션필드에 저장된다.

  그리고, 가져온 발신지 공중 IP와 목적지 공중 IP 주소를 이용하여 TCP/UDP 헤더의 체크섬을 계산하고(S1004), 패킷의

체크섬 영역에 저장한다.

  그리고, 발신지 공중 IP와 목적지 공중 IP가 같은가를 확인하여(S1005), 발신지 공중 IP와 목적지 공중 IP가 같으면 동일

한 사설 인터넷망에 있는 발신지와 목적지간의 패킷 전송이므로, 발신지 공중 IP와 발신지 사설 IP를 서로 교체하여 입력

한다(S1006).

  그리고, 발신지 공중 IP와 목적지 공중 IP가 다르면, 발신지 사설 IP 주소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여(S1107), 발신지 사설

IP 가 있는 경우, 수신지 공중 IP와 수신지 사설 IP를 교체한다(S1008).

  그리고, 발신지 사설 IP 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바로 IP 체크섬을 계산하여(S1009), IP패킷을 포워딩 하게 된다(S1010).

  상기한 MLIP 전송 처리 절차에 따른 MLIP 수신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MLIP 패킷의 유무선 이동단말 주소를 이용한 수신 처리 동작의 순서도이다.

  도 11을 참조하면, MLIP패킷의 수신처리 동작은, 먼저 수신측에서 수신된 MLIP패킷의 체크섬을 계산하여(S1101), 체크

섬 에러가 발생했는가를 확인한다(S1102). 이때, 체크섬 에러가 발생하면, 해당 MLIP패킷을 폐기하게 된다(S1103).

  그리고, 체크섬 에러가 없다면, 수신측은 MLIP패킷의 목적지 공중 IP가 자신의 공중 IP주소와 같은가를 확인한다

(S1104). 그리고, 자신의 공중 IP주소와 수신된 MLIP주소의 목적지 공중 IP주소가 같다면 MLIP패킷에 목적지 사설 IP정

보가 있는가를 확인한다(S1105).

  만약 상기 단계 S1105에서 확인결과, 수신된 MLIP 패킷에 목적지 사설 IP 정보가 있다면, 수신측은 해당 MLIP 패킷의

목적지 공중 IP와 목적지 사설 IP 내용을 교체하여 입력한다(S1106).

  그리고, 목적지 공중 IP가 자신의 공중 IP와 같은가를 확인하여(S1107), 해당 MLIP 패킷에 발신지 사설 IP가 있는가를

확인하여(S1108), 발신지 사설 IP가 있으면, 발신지 공중 IP와 발신지 사설 IP 내용을 교체한다(S1109).

  그리고, 해당 MLIP 패킷의 프로토콜 형태에 따라 패킷을 처리하는데, IP패킷이 터널링 되어 있으면, 터널링 IP헤더를 제

거하고, 터널링된 패킷의 처리절차를 수행한다(S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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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해당 MLIP 패킷이 ICMP 패킷이면(S1112), ICMP 패킷처리절차를 수행하고(S1113), 해당 MLIP 패킷이 TCP

패킷이면(S1114), TCP 패킷처리절차를 수행하며(S1115), 해당 MLIP 패킷이 UDP 패킷이면(S1116), UDP 패킷처리절

차를 수행한다(S1118).

  그리고, 해당 MLIP 패킷이 터널링 IP 패킷도 아니고, ICMP패킷도 아니며, TCP패킷 또는 UDP 패킷도 아니라면 다른 루

틴에서 처리하도록 한다(S1118).

  그리고, 상기 단계 S1107에서 목적지 공중 IP가 수신측 자신의 IP 가 아니라면, 발신지 사설 IP가 존재하는가를 확인하

고(S1119), 발신지 사설 IP가 존재하면, 발신지 공중 IP가 사설 IP 주소와 같은가를 확인하여(S1120), 발신지 공중 IP와

발신지 사설 IP 내용을 교체한다(S1121).

  그리고, 상기 단계 S1119에서 발신지 사설 IP가 없거나, 단계 S1120에서 발신지 공중 IP가 사설 IP가 아니라면 그대로

IP체크섬을 계산하고(S1122), 목적지 공중 IP가 핸드오프 IP 인지를 확인한다(S1123).

  상기 단계 S1123은 상기 단계 S1104에서 목적지 공중 IP와 수신측의 공중 IP가 같지 않은 경우에도 수행하는 단계이다.

  상기 단계 S1123에서 발신지 공중 IP가 핸드오프 IP 인 경우, IP패킷 터널링을 수행하여(S1124), IP 패킷을 포워딩 하게

된다(S1125).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MLIP 패킷의 전송 및 수신 처리동작을 통하여 구현되는 유무선 이동 단말 주소를 이용한 서

비스의 호환성 특징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유무선 이동단말 주소를 이용한 서비스 호환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2를 참조하면, 서비스 호환성은 크게 망호환성과 단말 호환성을 가지며, 동일 주소체계를 이용하는 CIDR과,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와, MLIP에서만 망호환성을 제공함을 볼 수 있다.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에서는 사설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설망 내에서만 서비스가 가능하고, IPv6에서는

16바이트의 다른 주소체계를 지원하므로 망호환성을 제공하지 못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유무선 통합망에서의 인터넷 핸드오버 서비스를 위한 패킷 송수신 방법은,

무선 이동단말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무선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이동 사설 인터넷망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인터넷 서비스 연결을 위한 고정 IP할당, 핸드오버 및 터널링등 이동환경에서 지원되어야 하는

요구사항을 다중 계층 인터넷 주소에 의해 지원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여 유무선 통합환경에서 양방향 인터넷 서비스 및 망호환성을 제공하여 인터넷 서비스의 모든 서비

스 및 품질을 유무선 통합 인터넷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공중 인터넷망을 백본으로 하는 다수의 무선환경의 사설 인터넷망과, 상기 다수의 무선 사설 인터넷망 중에 제 1 무선 사

설 인터넷망에 접속되어 있는 무선단말과, 유선환경의 사설 인터넷망의 유선단말간의 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패킷 송수신

방법에 있어서,

  상기 무선단말이 상기 무선 사설 인터넷망으로부터 무선 사설 IP주소를 할당받는 단계;

  상기 유선단말이 상기 유선 사설 인터넷망으로부터 유선 사설 IP주소를 할당받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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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무선단말과 유선단말이 각각 할당받은 무선 사설 IP 주소와 유선 사설 IP주소와, 상기 공중인터넷망에서 상기 무선

사설 인터넷망과 상기 유선 사설 인터넷망에 각각 부여하는 공중 IP주소를 이용한 다중 계층 인터넷 패킷을 IP패킷의 옵션

필드를 이용하여 구성하고 각각 패킷을 송수신하는 단계

  를 포함하며,

  상기 다중 계층 인터넷 패킷은, 송신 및 수신측 사설 IP 주소를 정의하는 정보요소와, 옵션 길이 정보에 주소 정보의 전체

길이정보와, 송신측 단말의 종류 정보, 사설 IP 주소 및 식별정보와, 수신측 단말의 종류정보, 사설 IP 주소 및 수신측 단말

식별정보를 포함하여 구성된 옵션필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무선 통합망에서의 인터넷 핸드오버 서비스를 위

한 패킷 송수신 방법.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단말이, 현재 속한 제 1 무선 사설 인터넷망에서, 제 2 무선 사설 인터넷망으로 이동하는 경우,

  상기 무선 단말이 상기 제 2 무선 사설 인터넷망으로 사설 IP 를 요구하여, 제 2 사설 IP를 할당받는 단계;

  상기 무선 단말이 상기 제 2 무선 사설 인터넷망에 포함되어 있는 외부 에이전트로 이동 IP등록을 요청하고, 상기 제 2 무

선 사설 인터넷망의 외부 에이전트와, 제 1 무선 사설 인터넷망에 포함되어 있는 홈에이전트간에 터널링을 수행하는 단계;

및

  상기 무선단말과 유선단말이 각각 무선 사설 IP 주소 및 무선 제 2 사설 IP 주소와, 유선 사설 IP주소와, 상기 공중인터넷

망에서 무선 사설 인터넷망과 유선 사설 인터넷망에 각각 부여하는 공중 IP주소를 이용한 다중 계층 인터넷 패킷을 IP패킷

의 옵션필드를 이용하여 구성하고 각각 패킷을 송수신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유무선 통합망에서의 인터넷 핸드오버 서비스를 위한 패킷 송수신 방법.

청구항 4.

  공중 인터넷망을 백본으로 하는 무선환경의 사설 인터넷망에 접속되어 있는 무선단말과, 유선환경의 사설 인터넷망의 유

선단말간의 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다중 계층 인터넷 패킷 전송 처리 방법에 있어서,

  (a) 발신측이 데이터 전송을 위해 TCP/UDP 페이로드에 헤더 정보를 추가하고, 자신의 발신지 공중 인터넷망의 주소인

공중 IP 와, 사설 인터넷망의 주소인 사설 IP 및 목적지의 공중 인터넷망의 주소인 공중 IP와, 사설 인터넷망의 주소인 사

설 IP 주소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

  (b) 상기 발신측이 확인된 발신지 공중 IP와 목적지 공중 IP 를 전송할 패킷의 발신지 주소란과 목적지 주소란에 저장하

고, 발신지 사설 IP와 목적지 사설 IP를 해당 IP 패킷의 옵션필드에 저장하는 단계;

  (c) 상기 발신지 공중 IP와 목적지 공중 IP를 이용하여 TCP/UDP 헤더의 체크섬을 계산하고, 체크섬 필드에 저장하는 단

계; 및

  (d) 상기 발신지 공중 IP와 목적지 공중 IP를 비교하여, 동일한 주소인 경우 목적지 주소에 목적지 공중 IP와 목적지 사설

IP를 교체하여 입력한 후, 해당 IP 패킷 전체의 체크섬을 계산하여 입력하고, 목적지로 전송되도록 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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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포함하는 유무선 통합망 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다중 계층 인터넷 패킷 전송 처리 방법.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에 있어서,

  상기 발신지 공중 IP와 목적지 공중 IP를 비교하여, 동일한 주소가 아닌 경우, 발신지 사설 IP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판단결과, 발신지 사설 IP가 존재하는 경우, 발신측에서 발신지 공중 IP와 발신지 사설 IP를 교체하여 입력한 후, 해

당 IP 패킷 전체의 체크섬을 계산하여 입력하고, 목적지로 전송되도록 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유무선 통합망 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다중 계층 인터넷 패킷 전송 처리 방법.

청구항 6.

  공중 인터넷망을 백본으로 하는 무선환경의 사설 인터넷망에 접속되어 있는 무선단말과, 유선환경의 사설 인터넷망의 유

선단말간의 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다중 계층 인터넷 패킷 수신 처리 방법에 있어서,

  (a) 패킷을 수신한 수신측이, 해당 패킷의 체크섬을 계산하여 체크섬 에러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b) 상기 판단결과, 체크섬 에러가 없는 경우, 수신측이 해당 패킷의 목적지 공중 IP 주소와 자신의 공중 IP 주소와 같은

가를 비교하여, 같은 경우 목적지 사설 IP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단계;

  (c) 상기 확인결과, 수신측이 해당 패킷에 목적지 사설 IP가 있는 경우, 목적지 공중 IP와 목적지 사설 IP를 교체하고, 상

기 교체된 목적지 공중 IP(교체전의 목적지 사설 IP)와 자신의 공중 IP가 같은가를 확인하여, 같은 경우 발신지 사설 IP가

있는가 확인하는 단계; 및

  (d) 상기 확인결과, 해당 패킷에 발신지 사설 IP가 있는 경우, 발신지 공중 IP와 발신지 사설 IP 내용을 교체하고, 해당 패

킷의 속성에 따른 패킷 처리를 수행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유무선 통합망 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다중 계층 인터넷 패킷 수신 처리 방법.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에서 체크섬 에러가 발생한 패킷의 경우 폐기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유무선 통합망 인터넷 서비스를 통

한 다중 계층 인터넷 패킷 수신 처리 방법.

청구항 8.

  제 6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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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b)단에서, 수신된 패킷의 목적지 공중 IP가 수신측의 공중 IP와 같지 않으면, 발신지 공중 IP가 핸드오프 IP인가를

판단하고, 수신된 패킷의 발신지 공중 IP가 핸드오프 IP인 경우 IP 패킷 터널링을 수행하여 패킷을 포워딩 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유무선 통합망 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다중 계층 인터넷 패킷 수신 처리 방법.

청구항 9.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에서, 수신측이 상기 교체된 목적지 사설 IP와 자신의 공중 IP가 같지 않은 경우, 해당 패킷의 발신지 사설

IP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판단결과, 해당 패킷의 발신지 사설 IP가 있는 경우, 수신측이 해당 수신 패킷의 발신지 공중 IP가 사설 IP 주소인가

를 확인하여, 해당 수신 패킷의 발신지 공중 IP가 사설 IP 주소인 경우, 발신지 공중 IP와 발신지 사설 IP를 교체하는 단계;

및

  상기 교체된 발신지 공중 IP(교체전의 발신지 사설 IP)가 핸드오프 IP인 경우 IP패킷 터널링을 수행하여 패킷을 포워딩

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유무선 통합망 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다중 계층 인터넷 패킷 수신 처리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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