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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의 이동 네트워크(mobile network)에서, 한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핸드오버(hand-over)되는 이동 

단말(terminal)은 통상 이동 단말이 접속되는 IP(Internet Protocol) 노드에 자신의 목적지(destination)와 QoS(Quali

ty of Service) 정보를 통지한다. IP 노드는 QoS 클래스와 매칭하는 경로를 통해 이동 네트워크의 목적지로 IP 패킷

들 또는 업데이트된 어드레스를 갖는 캡슐화된 IP 패킷들을 전송한다. 따라서, 이동 네트워크는 보장된 QoS를 갖는 

엔드-투-엔드(end-to-end) 데이터 통신을 구현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네트워크, 이동 단말, 패킷, 캡슐화, 목적지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이동 IP 기술을 사용하는 이동 네트워크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블록도.

도 2는 도 1의 네트워크에 포함된 홈 에이전트(home agent)에 기억된 바인딩 테이블(binding table).

도 3은 본 발명을 포함하는 이동 네트워크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블록도.



등록특허  10-0460819

- 2 -

도 4는 예시적인 실시예에 포함된 홈 에이전트에 기억된 바인딩 테이블의 특정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예시적인 실시예의 변형예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블럭도.

도 6은 변형예에 포함된 홈 에이전트에 기억된 바인딩 테이블의 특정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대안의 실시예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블록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101,102: 고정 단말 110,111,112: 이동 단말

210,211,212: 바인딩 테이블 400,401,402: IP 네트워크

410,411,412: 홈 네트워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의 배경)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목적지 네트워크 및 IP(Internet Protocol) 패킷 전송 방법을 통해 이동 단말이 또 다른 단말과 통신하도록

하는 이동 네트워크에 관한 것이다.

배경 기술의 설명

IP 패킷 통신은 개인용 컴퓨터들이나 다른 데이터 처리 장치들을 사용하는 데이터 통신을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IP 패킷 통신을 위해, 보통 단말이 접속되는 네트워크에 따라 각 단말에 특정 IP 어드레스가 할당된다. 따라서, 또 다

른 네트워크로 핸드오버된 이동 단말이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네트워크에 대해 특정

한 IP 어드레스를 이동 단말에 재할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다른 단말들은 새로운 IP 어드레스가 핸드오버되고

제공된 이동 단말을 식별할 수 없다.

몇몇 다른 방법들은 단말이 다른 네트워크에 핸드오버될 때 IP 어드레스를 변경하지 않고 이동 단말 상에서 데이터 

통신을 구현하기 위해 제안되어 왔다. 예를 들어,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는 IP 패킷들을 캡슐화하

고 목적지에 캡슐화된 IP 패킷들를 전송하기, 즉 또 다른 IP 패킷을 사용하여 주어진 IP 패킷을 전송하기 위한 이동 IP

기술을 RFC (Request for Comments) 2002에서 권고하였다. 캡슐화를 위해, IETF RFC 2003에서 권고된 IP 캡슐

화, RFC 2004에서 권고된 IP 내에서의 최소 캡슐화(Minimal Encapsulation), 및 RFC 1701에서 권고된 일반 발송 

캡슐(Generic Routing Encapsulation)에서 이용가능한 IP가 있다. IP 캡슐화 방법에서 IP는 그 IP 패킷을 또 다른 IP 

패킷에 삽입함으로써 얻어진 IP 패킷을 전송한다.

종래의 이동 네트워크는 고정 단말, 노트북 사이즈, 개인용 컴퓨터, 핸드폰 또는 유사한 이동 단말, 이동 단말에 할당

된 IP 어드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홈 에이전트, 및 특정 목적지에서 이동 단말 상에 유지된 통신을 관리하기 위한 외래

에이전트들(foreign agents) 각각을 포함한다. 고정 단말은 개인용 컴퓨터 또는 고정 기지국에 놓인 유사한 데이터 

처리 장치이다. 홈 에이전트는 외래 에이전트들로 캡슐화된 IP 패킷들을 전송하기 위해 정보를 리스트하는 바인딩 테

이블을 기억한다.

종래의 이동 네트워크는 이하에서와 같이, 미해결인 채 남아있는 몇몇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고정 단말이 외래 에

이전트들 중 임의의 한 에이전트에 접속된 이동 단말에 상이한 등급의 우선순위의 복수 패킷들을 송신한다고 가정하

자. 이때, 홈 에이전트는 동일한 처리로써 낮은 등급의 우선순위를 갖는 IP 패킷과 높은 등급의 우선순위를 갖는 IP 패

킷을 캡슐화하고, 그후에 그 것들을 동일한 QoS(Quality of Service) 클래스의 외래 에이전트에 송신한다. 이는 QoS 

정보가 홈 에이전트의 바인딩 테이블에 등록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바인딩 테이블은 이동 단말에 할당된 각 홈 어드레스 또는 IP 어드레스를 위한 단일의 목적지만을 리스트하고, 

단일의 목적지로의 캡슐화된 IP 패킷들의 전송을 제한한다. 그 결과, 외래 네트워크가 이동 통신 네트워크일 때, 이동 

단말은 동시에 복수의 외래 에이전트들로부터 IP 패킷들을 수신할 수 없다. 이것이 예를 들어 부드러운 핸드오버(soft

hand-over)를 불가능하게 한다.

본 발명과 관련되는 기술들은, 예를 들어 일본 특개평 제7-129488호, 제9-326805호, 제10-313336호 및 제 11-68

842호와 일본 특허 제2,960,349호에 개시되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의 목적은 단말이 외래 네트워크에 핸드오버될 때조차도 보장된 QoS를 갖는 엔드-투-엔드 데이터 통신을 구

현할 수 있고, 그 단말이 동시에 복수의 IP 노드들로부터 IP 패킷들을 수신할 수 있게 하는 이동 네트워크 및, IP 패킷 

전송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복수 단말들간의 통신을 위한 이동 네트워크는 보통 제 1의 IP 노드에 접속되지만, 현재 외래 네트워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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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된 이동 단말을 위한 IP 패킷을 수신 시에, 이동 단말의 목적지에 IP 패킷을 전송하기 위한 캡슐화된 IP 패킷을 생

성하고, 캡슐화된 IP 패킷들의 QoS 클래스와 매칭하는 경로를 통해 목적지에 캡슐화된 IP 패킷을 전송하기 위한 제 1

의 IP 노드를 포함한다. 제 2의 IP 노드는, 이동 단말이 목적지에서 제 2의 IP 노드에 접속될 때, 제 1의 IP 노드로부터

수신된 캡슐화된 IP 패킷으로부터 IP 패킷을 분리하고 이동 단말에 IP 패킷을 송신한다. 핸드오버된 이동 단말은 캡

슐화된 IP 패킷의 QoS 클래스를 설정하기 위한 QoS 정보와 함께 제 1의 IP 노드에 자신의 목적지를 통지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상술한 목적 및 다른 목적들, 특징들 및 이점들은 첨부된 도면들과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더욱 명확해 질 것

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의 설명

본 발명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도 1에 도시된 이동 IP 기술을 사용하는 종래의 이동 네트워크를 간단히 참조한

다.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 네트워크는 고정 단말(102) 및 노트북 사이즈, 개인용 컴퓨터, 핸드폰 또는 유사한 이동 

단말(112)을 포함한다. HA(홈 에이전트)(202)는 이동 단말(112)에 할당된 IP 어드레스를 관리한다. FA들(외래 에이

전트들)(302, 312) 각각은 목적지에서 이동 단말(112) 상에 유지된 통신을 관리한다. HA(202) 및 FA들(302, 312)은

통상 IP 노드들로서 언급된다. 고정 단말(102)은 개인용 컴퓨터 및 고정 기지국에 놓인 유사한 데이터 처리 장치이다.

HA(202) 및 FA들(302, 312)은 서버들 또는 유사한 데이터 처리 장치들이다.

이동 단말(112)은 일반적으로 예로써 이더넷(Ethernet), 무선 랜(Local Area Network) 또는 이동 통신 네트워크일 

수 있는 홈 네트워크(412)에 접속된다. 이동 단말(112)은 홈 네트워크(412)를 통해 IP 네트워크(402)를 액세스할 수 

있다. 이동 단말(112)은 목적지로 이동될 때, 또한 이더넷, 무선 랜 또는 이동 통신 네트워크일 수 있는 외래 네트워크

(422)에 접속된다. 외래 네트워크들(422, 432)은 IP 네트워크(402)를 액세스하기 위한 네트워크들을 구성한다.

고정 단말(102)이 이동 단말(112)을 위해 의도된 IP 패킷 A를 송신할 때, HA(202)는 캡슐화된 IP 패킷 B를 생성하기

위해 IP 패킷 A를 캡슐화한다. 캡슐화된 IP 패킷 B는 HA(202)에서 예컨대 이동 단말(112)이 IP 네트워크(402)를 통

해 현재 접속된 FA(302)로 전송된다. FA(302)는 캡슐화된 IP 패킷 B로부터 IP 패킷 A를 분리하고 이동 단말(112)에

IP 패킷 A를 송신한다.

HA(202)는 FA(302 또는 312)에 캡슐화된 IP 패킷 B의 전송을 위한 정보를 리스트하는 바인딩 테이블(212)에 기억

한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바인딩 테이블(212)은 각각이 IP 어드레스 또는 캐어-오브(Care-of) 어드레스를 포

함하는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리스트하는 복수의 페이지들(pages)을 가지며 스스로 그 페이지의 유효성에 대한 기한

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바인딩 테이블(202) 상에 리스트된 정보는 미리선택된 기한 동안에만 유효하다. 이동 단말(1

12)은 예컨대 FA(302)에서 FA(312)로 핸드오버될 때 HA(202)에 바인딩 테이블(202)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정보를 

즉시 송신한다. 이러한 핸드오버가 일어나지 않을 때, 이동 단말(112)은 HA(202)에 상기 정보를 주기적으로 송신한

다.

상술된 종래의 이동 네트워크는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은 미해결로 남겨진 문제점들을 갔고 있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을 포함하는 이동 네트워크가 도시되어 있으며, 고정 단말(100) 및 이동 단말(110)을 포함

한다. 다시, 고정 단말(100)은 개인용 컴퓨터 또는 유사한 고정된 데이터 처리 장치인 반면, 이동 단말(110)은 노트북

사이즈, 개인용 컴퓨터, 핸드폰 또는 유사한 이동 데이터 처리 장치이다. HA(200)는 고 정 단말(100)로부터 이동 단

말(110)을 위해 의도된 IP 패킷을 수신하고, IP 패킷을 캡슐화하고, 이동 단말(110)에 캡슐화된 IP 패킷을 송신한다. 

FA들(300, 310) 각각은 캡슐화된 IP 패킷으로부터 이동 단말(110)을 위해 의도된 IP 패킷을 분리한다. HA(200) 및 

FA들(300, 310)은 IP 노드들을 구성한다. HA(200) 및 FA들(300, 310)은 서버들 또는 유사한 데이터 처리 장치들이

다.

고정 단말(100), HA(200) 및 FA들(300, 310) 각각은 특별히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설명되는 다양한 종류의 

처리를 실행하기 위한 처리 장치 및 미리선택된 정보를 기억하기 위한 특정 기억장치를 포함한다.

이동 단말(110)은 일반적으로 예로써 이더넷, 무선 랜 또는 이동 통신 네트워크일 수 있는 홈 네트워크에 접속된다. 

이동 단말(110)은 홈 네트워크(410)를 통해 IP 네트워크(400)를 액세스할 수 있다. 이동 단말(110)이 목적지로 이동

할 때, 또한 이더넷, 무선 랜 또는 이동 통신 네트워크일 수 있는 외래 네트워크(420, 430)에 접속된다. 외래 네트워크

들(422, 432)은 IP 네트워크(402)를 액세스하기 위한 네트워크들을 구성한다.

HA(200)는 고정 단말(100) 및 이동 단말(110) 각각에 특정의 IP 어드레스 또는 홈 어드레스를 할당하여, 단말들(100

, 110)이 IP 네트워크(400) 상에서 무조건적으로 식별될 수 있다. 또한, 특정 IP 어드레스 또는 캐어-오브 어드레스가

FA들(300, 310) 각각에 할당되어, FA들(300, 310)이 IP 네트워크(400) 상에서 무조건적으로 식별될 수 있다. 이동 

단말(110)이 예를 들어 FA(300)에 접속될 때, 적어도 하나의 FA(300)는 이동 단말(110)에 자신의 캐어-오브 어드레

스를 통지한다. 캐어-오브 어드레스는 IP 패킷의 헤더(header)에 포함된 소스 어드레스 필드 또는 목적지 어드레스 

필드에 기록된다. Mobile IPv4 프로토콜의 경우에, IP 패킷은 IETF RFC 791에 개시된 포멧을 가질 수 있다.

이동 단말(110)이 외래 네트워크들(420, 430) 중 하나에서 다른 외래 네트워크로 핸드오버될 때, 목적지 외래 네트워

크에 접속된 FA(300 또는 310)는 이동 단말(110)에 자신의 캐어-오브 어드레스를 통지한다. 이동 단말(110)은 HA(

200)에 수신된 캐어-오브 어드레스를 송신한다. HA(200)는 매 이동 단말마다 홈 어드레스 및 캐어-오브 어드레스를

관리하고, 기억장치에 기억된 바인딩 테이블(210) 내에 이러한 정보를 기록한다.

도 4는 바인딩 테이블(210)의 특정 구조를 도시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바인딩 테이블(210)은 각각이 특정 이동 단

말의 홈 어드레스에 할당되는 복수의 페이지들을 갖는다. 바인딩 테이블(210)의 각 페이지는 수신된 IP 패킷의 QoS 

클래스에 기초하여 캡슐화된 패킷들 및 캐어-오브 어드레스에 할당될 QoS를 리스트한다. 캐어-오브 어드레스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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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S 클래스 내지 또 다른 QoS 클래스와 상이할 수 있으며, 또는 둘 이상의 캐어-오브 어드레스들은 각각의 QoS 클

래스에 등록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HA(200)은 바인딩 테이블(210) 상에 리스트된 정보에 따라 이동 단말(110)을 위해 의도된 수신된 IP 패킷을 캡슐화

한다. HA(200)은 이후에 이동 단말(110)이 현재 접속된 FA에 캡슐화된 IP 패킷을 전송한다. 캡슐화를 위해, HA(200

)는 이미 언급된 IETF RFC 2003, IETF RFC 2004 및 IETF RFC 1701에서 권고된 방법들 중 임의의 한 방법을 이

용할 수 있다.

캡슐화된 패킷을 수신 시에, FA(300 또는 310)은 캡슐화된 IP 패킷으로부터 이동 단말(110)을 위해 의도된 IP 패킷

을 분리하고 이동 단말(110)에 IP 패킷을 송신한다.

예시적인 실시예의 동작이 이하에서 설명된다. 우선, 어떻게 IP 패킷들이 이동 네트워크 상에서 플로(folw)하는지가 

도 3을 참조하여 설명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고정 단말(100)이 이동 단말(110)을 위해 의도된 IP 패킷 A를 송신할 

때, HA는 IP 네트워크(400)를 통해 IP 패킷 A를 수신한다. HA(200)는 키(key)로서 IP 패킷 A에 포함된 목적지 어드

레스를 사용함으로써 이동 단말(110)에 할당된 바인딩 테이블(210)의 페이지를 탐색한다. 목적지 어드레스는 이동 

단말(110)에 할당된 홈 어드레스와 일치한다.

계속해서, HA(200)는 QoS 클래스 정보로서 IP 패킷 A에 또한 포함된 ToS(Type of Service)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캡슐화된 패킷 및 캐어-오브 어드레스에 할당될 QoS 클래스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IP 패킷 A의 QoS 클래스가 바인

딩 테이블(210) 상에 리스트된 것과 같은 A라고 가정하자(도 4). 이때, HA(200)은 캡슐화된 패킷의 QoS 클래스가 A

인 것으로, 그리고 그 목적지는 FA(300)인 것으로 결정한다. 그밖에, IP 패킷 A의 QoS 클래스가 B이면, HA는 캡슐

화된 패킷의 QoS 클래스가 A인 것으로, 그리고 그 목적지가 HA(300)인 것으로 결정한다.

상술한 처리 후에, HA(200)는 캡슐화된 IP 패킷 A'을 생성하고 그후에 IP 패킷 A'를 IP 네트워크(400)에 송신하기 위

해 IP 패킷 A를 캡슐화한다. IP 패킷 A'은 IP 네트워크(400)를 통해 FA(300)에 전송된다. 이 예에서, IP 네트워크(40

0) 상의 각 IP 노드는 패킷 A'의 QoS 클래스에 따라 패킷 A'에 우선순위를 제공하는 동안 FA(300) 쪽으로 IP 패킷 A'

를 전송한다. FA(300)는 IP 패킷 A'으로부터 이동 단말(110)을 위해 의도된 IP 패킷 A를 분리하고 이동 단말(100)에

패킷 A를 송신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우선순위가 패킷 A'의 QoS 클래스에 따라 IP 네트워크(400)를 통해 FA(200)에서 FA(300)로 전

송되는 하나 이상의 캡슐화된 IP 패킷 A'에 부여된다.

HA(200)에서 자신의 위치를 등록하기 위한 이동 단말(110)에 대한 과정이 이하에서 상술된다. 이동 단말(110)이 홈 

네트워크(410)로부터 떨어지도록 이동하여 외래 네트워크(420)에 접속된다고 가정하자. 이때, 외래 네트워크(420)를

관리하는 FA(300)은 IETF RFC 2002에서 권고된 IP 프로토콜에 따라 이동 단말(110)에 자신의 캐어-오브 어드레스

를 송신한다. 이동 단말(110)은 HA(200)에 캐어-오브 어드레스를 송신한다. HA(200)은 이동 단말(110)에 할당된 

바인딩 테이블(210)의 페이지에 수신된 캐어-오브 어드레스를 등록한다. 이 처리는 IETF RFC 2002에서 등록(Regi

stration)으로서 정의된다.

여정(travel) 중에 이동 단말(110)이 FA(300)에서 FA(310)로 핸드오버된다고 가정하자. 이때, FA(310)는 이동 단말

(110)에 자신의 캐어-오브 어드레스를 송신한다. 이동 단말(110)은 다시 HA(200)에 새로운 캐어-오브 어드레스를 

송신한다. HA(200)는 바인딩 테이블(210)에 새로운 캐어-오브 어드레스를 등록한다. 바인딩 테이블(210)에 등록된 

정보는 미리선택된 기한 동안에만 유효하다. 따라서, 이동 단말(110)은 HA(200)이 이동 단말(110)의 핸드오버에 무

관하게 미리선택된 구간들에서 바인딩 테이블(210)에 기록된 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한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바

인딩 업데이트 처리로서 언급된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이동 네트워크(110)는 등록 또는 바인딩 업데이트 처리를 위해 이용가능한 제어 패킷을 사용함

으로써 캡슐화된 IP 패킷들의 QoS 클래스들을 설정하기 위한 QoS 정보를 HA(200)에 송신한다. HA(200)은 이동 단

말(110)로부터 수신된 QoS 정보에 따라 바인딩 테이블(210)의 내용들을 설정한다. QoS 정보는 바람직하게는 디프-

서브(Diff-serv)(Differentiated Services) 프로토콜에 대한 특정한 ToS 정보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외래 네트워크들(420, 430)이 이동 통신 네트워크들이고, 이동 단말(110)이 부드러운 핸드

오버(soft hand-over) 상태에 있다고 가정하자. 이때, 이동 단말(110)은 동시에 FA들(300, 310) 모두를 액세스한다.

그 결과, 이동 단말(110)은 HA(200)이 IP 패킷들의 목적지들로서 바인딩 테이블(210)에 FA들(300, 310) 모두를 등

록하게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HA(200)는 QoS 클래스 기반의 바인딩 테이블(210)에 등록된 목적지를 업데이트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HA(200)는 FA들(300, 310) 모두에 일부의 QoS 클래스들에 속하는 캡슐화된 패킷들

을 전송하면서 FA(300)에만 다른 QoS 클래스에 속하는 캡슐화된 패킷들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바인딩 테이블(210)

의 내용들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

외래 네트워크들(420, 430)이 각각 랜 및 이동 통신 네트워크라고 가정하자. 이때, 이동 단말(110)은 HA(200)가 Qo

S 클래스 기반의 바인딩 테이블(110)에 상이한 FA들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이동 기지국(110)은 세 개 이상의

외래 네트워크들에 접속되고, 바인딩 테이블(210)에 세 개 이상의 목적지들을 등록할 수 있다.

복수의 목적지들이 바인딩 테이블(210)에 등록될 때, HA(200)는 목적지들의 수에 대응하는 동일한 캡슐화된 패킷들

을 생성하고 그 패킷들을 목적지들에 전송한다. 도 3에 도시된 특정의 패킷 플로에서, HA(200)는 두 개의 동일한 패

킷들(A' 및 A')로 IP 패킷 A를 캡슐화하고 그것들 각각을 특정 경로를 통해 FA들(300, 310) 중 특정의 하나에 전송한

다.

바인딩 테이블(210)에 등록된 QoS 클래스들은 밴드 보장형(band guarantee type), 지연 우선순위형(delay priority 

type), 최고 노력형(best effort type) 또는 재송신 제어형(resend control type)으로 구성될 수 있다. HA(200)가 바

인딩 테이블(200)의 내용들을 업데이트, 즉 이동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제어 패킷에 따라 테이블(200)에 새로운 FA



등록특허  10-0460819

- 5 -

를 등록할 때, HA(200)는 QoS 클래스 기반의 FA에 새로운 경로를 설정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동 기지국(110)은 등록 또는 바인딩 업데이트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제어 패킷으로 QoS 클래스 

기반의 FA 또는 FA들을 등록하는 동안 데이터 통신을 유지한다. HA(200)는 바인딩 테이블(210) 상에 리스트된 정

보에 따라 QoS 클래스 기반의 캡슐화된 패킷들을 생성하여, 이동 단말(110)이 외래 네트워크 에 접속될 때조차도 보

장된 QoS를 갖는 엔드-투-엔드 통신을 구현한다.

또한, HA(200)는 목적지들로서 바인딩 테이블(210)에 복수의 FA들을 등록할 수 있고 따라서 동시에 이러한 FA들 

모두에 동일한 IP 패킷들을 전송할 수 있다. 이것은 이동 기지국(110)이 부드러운 핸드오버 상태에서조차 확실히 IP 

패킷들을 수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이한 통신 품질이 요구되고, 통신 품질을 만족하는 외래 네트워크들이 서

로 다를 때조차도, 상이한 네트워크들 상의 FA들은 QoS 클래스 기반의 목적지로서 바인딩 테이블(210)에 등록될 수 

있다. 이는 보장된 QoS를 갖는 데이터 통신을 성공적으로 구현한다.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해 도 7을 참조한다. 상술된 실시예가 Mobile IPv4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반면, 상술될 대안의 실시예는 Mobile IPv6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Mobile IPv6 프로토콜에 따라, 수집된 캐어-오브 

어드레스들(Collocated Care-of addresses)이라 불리는 IP 어드레스들은 각각이 특정의 이동 단말에 할당되는 캐어

-오브 어드레스들로서 사용된다. 특히, 특정의 수집된 캐어-오브 어드레스는 외래 네트워크 기반의 각 이동 단말에 

할당된다. 수집된 캐어-오브 어드레스들은 홈 어드레스들과 함께 HA의 기억 장치에 등록되고, 이전 실시예에서와 같

이 바인딩 테이블로서 관리된다. Mobile IPv6 프로토콜은 수집된 캐어-오브 어드레스로 각 단말을 무조건적으로 식

별할 수 있어 FA들을 필요 없게 만든다.

또한, Mobile IPv6 프로토콜은 Mobile IPv6 프로토콜로 제거하는 고정 단말 및 노드가 각각의 바인딩 테이블들을 갖

는 것조차 가능하게 한다. 이 경우에, Mobile IPv6 프로토콜로 제거하는 고정 단말 또는 노드는 통신 개시 후에 바인

딩 테이블을 생성하는 고정 단말 또는 노드를 위해 필요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HA의 중간단계 없이 서로 직접 통신할 

수 있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대안의 실시예에는 FA들을 포함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이전 실시예와 다르다. 예시적인 실

시예에서, 고정 단말(101)은 또한 그 자신의 바인딩 테이블(221)을 포함한다. 또한, 홈 네트워크(411), 외래 네트워크

들(421, 431) 및 IP 노드들 모두는 IPv6 프로토콜에 적응된 장비에 의해 구현된다.

고정 단말(101)의 바인딩 테이블(211)과 HA(201)에 기억된 바인딩 테이블(211) 각각은 수집된 캐어-오브 어드레스

들이 FA들 대신에 목적지로서 리스트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전 실시예의 바인딩 테이블(210)과 형식에 있어 동일하

다. 복수의 수집된 캐어-오브 어드레스들은 또한 QoS 클래스 기저에서 함께 등록될 수 있다.

동작 시에, 이동 단말은 홈 네트워크(411)로부터 멀어져 외래 네트워크(421)에 접속될 때 HA(201)에 등록을 실행한

다. 이동 단말(111)이 외래 네트워크(421)에서 외래 네트워크(431)로 핸드오버될 때, 이것은 바인딩 업데이트 처리를

수행한다. 또한, 이동 단말(111)은 이전 실시예에서와 같이, 등록 또는 바인딩 업데이트 처리를 위한 제어 패킷을 이

용함으로써 HA(201)에 QoS 정보를 등록한다.

고정 단말(101)이 이동 단말(111)을 위해 의도된 IP 패킷 A를 송신할 때, 패킷 A는 IP 네트워크(401)를 통해 HA(20

1)에 전송된다. HA(201)는 IP 패킷에 포함된 목적지 어드레스에 기초하여 이동 단말(111)의 수집된 캐어-오브 어드

레스를 찾기 위해 바인딩 테이블(211)을 탐색한다. HA(201)는 이후에 수집된 캐어-오브 어드레스에 따라 IP 패킷 A

의 목적지 어드레스를 업데이트하고 IP 패킷 B를 생성한다. 동시에, HA(201)는 QoS 클래스 기반의 이동 단말(111)

에 대한 경로를 설정한다. IP 패킷 B는 상기의 경로를 통해 HA(201)에서 이동 단말(111)로 전송된다.

이동 단말(111)이 고정 단말(101)과 통신할 때, 이동 단말(111)은 고정 단말(101)을 위해 의도된 바인딩 업데이트 처

리를 수행한다. 특히, 이동 단말(111)의 바인딩 리스트는 고정 단말(101)에 포함된 바인딩 테이블(221)에 등록된다. 

이동 단말(111)의 바인딩 리스트와 QoS 정보를 등록한 후, 고정 단말(101)은 바인딩 테이블(221)에 등록된 수집된 

캐어-오브 어드레스를 이용함으로써 이동 단말(111)에 IP 패킷을 송신한다. 특히,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IP 패킷 

C가 고정 단말(101)에서 이동 단말(111)로 직접 송신된다. IP 패킷 C의 QoS 클래스는 바인딩 테이블(221)에 등록된 

QoS 클래스에 기초한다.

복수의 수집된 캐어-오브 어드레스들은 이전 실시예에서와 같이, 목적지로서 바인딩 테이블(221)에 등록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HA(201) 또는 고정 단말(101)은 QoS 클래스 기반의 이동 단말(111)에 대한 경로들을 설정하고, 목

적지들에 대응하는 수만큼 IP 패킷을 복사하고, 그 경로들을 통해 얻어진 패킷들 C를 송신한다. 이 구성으로, 이전 실

시예에 같은 예시적인 실시예는 이동 단말(111)이 부드러운 핸드오버 상태에서조차 IP 패킷들을 확실히 수신하게 하

며, 보장된 QoS를 갖고 엔드-투-엔드 통신을 실현한다.

발명의 효과

요약하면, 본 발명에 따라, 한 네트워크에서 또 다른 네트워크로 핸드오버된 이동 단말은 이동 단말이 보통 접속되는 

IP 노드에 자신의 목적지와 QoS 정보를 통지한다. IP 노드는 QoS 클래스와 매칭하는 경로를 통해 이동 네트워크의 

목적지에 업데이트된 IP 어드레스를 갖는 캡슐화된 IP 패킷들 또는 IP 패킷들을 전송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보장된 

QoS를 갖는 엔드-투-엔드 통신을 구현하는 이동 네트워크를 실현한다.

또한, 본 발명은 복수의 IP 노드들이 IP 패킷들의 목적지들로서 등록하도록 한다. 이동 단말은 부드러운(soft) 핸드오

버 상태에서조차 IP 패킷들을 확실히 수신할 수 있다. 더욱이, 통신 품질이 한 QoS 클래스 내지 또 다른 클래스와 다

를 때 그리고 상이한 품질을 만족하는 외래 네트워크들이 서로 다른 때조차도, 본 발명은 QoS 클래스 기반의 목적지

들로서 외래 네트워크들 상에 IP 노드들을 설정함으로써 보장된 QoS를 갖는 통신을 보증한다. 다양한 변형예들이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남이 없이 본 명세서의 기술들을 이해한 후 기술분야의 당업자에게 가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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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의 단말들간의 통신을 위한 이동 네트워크에 있어서,

보통 제 1의 IP(Internet Protocol) 노드에 접속되지만, 현재 외래 네트워크에 위치된 이동 단말을 위해 의도된 IP 패

킷을 수신 시에, 상기 이동 단말의 목적지에 상기 IP 패킷을 전송하기 위한 캡슐화된 IP 패킷을 생성하고, 상기 캡슐화

된 IP 패킷의 QoS(Quality of Service) 클래스와 매칭하는 경로를 통해 상기 목적지에 상기 캡슐화된 IP 패킷을 전송

하기 위한 제 1의 IP 노드, 및

상기 이동 단말이 상기 목적지에서 상기 제 2 IP 노드에 접속될 때, 상기 제 1의 IP 노드로부터 수신된 상기 캡슐화된 

IP 패킷으로부터 상기 IP 패킷을 분리하고, 상기 이동 단말에 상기 IP 패킷을 송신하기 위한 제 2의 IP 노드를 포함하

고,

핸드오버된 상기 단말은 상기 캡슐화된 IP 패킷의 QoS 클래스를 설정하기 위한 QoS 정보와 함께 상기 제 1의 IP 노

드에 상기 목적지를 통지하고,

상기 제 1의 IP 노드는 복수의 목적지들이 각각의 QoS 정보와 함께 등록될 수 있는 테이블의 형태로 상기 목적지 정

보와 상기 QoS 정보를 기억하는, 이동 네트워크.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IP 패킷의 복수 목적지들이 존재할 때, 상기 제 1의 IP 노드는 상기 복수 목적지들에 대한 수에

대응하는 상기 캡슐화된 IP 패킷들을 생성하고 상기 복수 목적지들에 상기 캡슐화된 IP 패킷들을 송신하는, 이동 네

트워크.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의 IP 노드는 상기 목적지 정보와 상기 QoS 정보 상에 미리선택된 유효기한을 설정하고, 

상기 이동 단말이 핸드오버될 때 그리고 미리선택된 구간들에서 상기 목적지 정보와 상기 QoS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이동 네트워크.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IP 패킷의 복수 목적지들이 존재할 때, 상기 제 1의 IP 노드는 상기 복수 목적지들에 대한 수에

대응하는 상기 캡슐화된 IP 패킷들을 생성하고 상기 복수 목적지들에 상기 캡슐화된 IP 패킷들을 송신하는, 이동 네

트워크.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은 등록(registration)을 위한 제어 패킷을 이용함으로써 상기 제 1의 IP 노드에 상기

목적지와 상기 QoS 정보를 통지하는, 이동 네트워크.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IP 패킷의 복수 목적지들이 존재할 때, 상기 제 1의 IP 노드는 상기 복수 목적지들에 대한 수에

대응하는 상기 캡슐화된 IP 패킷들을 생성하고 상기 복수 목적지들에 상기 캡슐화된 IP 패킷들을 송신하는, 이동 네

트워크.

청구항 9.
복수의 단말들간의 통신을 위한 이동 네트워크에서, 통상 제 1 단말이 접속되는 IP 노드는 현재 외래 네트워크에 위

치된 상기 제 1 단말을 위해 의도된 제 1의 IP 패킷을 수신 시에, 상기 제 1의 IP 패킷의 IP 어드레스로 대체되는 상기

제 1 단말의 목적지의 IP 어드레스를 갖는 제 2의 IP 패킷을 생성하고, 상기 제 2의 IP 패킷의 QoS 클래스와 매칭하

는 경로를 통해 상기 목적지에 상기 제 2의 IP 패킷을 송신하고,

상기 제 1 단말이 상기 제 2의 IP 패킷의 QoS 클래스를 설정하기 위한 QoS 정보와 함께, 상기 IP 노드 및 상기 제 1의

IP 패킷을 전송한 제 2 단말 중 적어도 하나에 상기 목적지를 통지하고,

상기 IP 노드와 상기 제 2 단말 각각은 복수의 목적지들이 각각의 QoS 정보와 함께 등록될 수 있는 테이블의 형태로 

상기 목적지 정보와 상기 QoS 정보를 기억하는, 이동 네트워크.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제 1의 IP 패킷의 복수 목적지들이 존재할 때, 상기 IP 노드는 상기 복수 목적지들에 대한 수에

대응하는 상기 제 2의 IP 패킷들을 생성하고 상기 복수 목적지들에 상기 제 2의 IP 패킷들을 송신하는, 이동 네트워크

.

청구항 11.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말은 등록을 위한 제어 패킷을 사용함으로써 상기 IP 노드와 상기 제 2 단말에 상기 목

적지와 상기 QoS 정보를 통지하는, 이동 네트워크.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의 IP 패킷의 복수 목적지들이 존재할 때, 상기 IP 노드는 상기 복수 목적지들에 대한 수

에 대응하는 상기 제 2의 IP 패킷을 생성하고 상기 복수 목적지들에 상기 제 2의 IP 패킷들을 송신하는, 이동 네트워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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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IP 노드와 상기 제 2 단말 각각은 상기 목적지 정보와 상기 QoS 정보 상에 미리선택된 유효기

한을 설정하고, 상기 제 1 단말이 핸드오버될 때 그리고 미리선택된 구간들에서 상기 목적지 정보와 상기 QoS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이동 네트워크.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제 1의 IP 패킷의 복수 목적지들이 존재할 때, 상기 IP 노드는 상기 복수 목적지들에 대한 수

에 대응하는 상기 제 2의 IP 패킷들을 생성하고 상기 복수 목적지들에 상기 제 2의 IP 패킷들을 송신하는, 이동 네트

워크.

청구항 17.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말로부터 상기 목적지 정보와 상기 QoS 정보를 수신 시에, 상기 제 2 단말은 상기 제 2

의 IP 패킷을 생성하고 상기 제 1 단말에 상기 제 2의 IP 패킷을 송신하는, 이동 네트워크.

청구항 18.
제 17항에 있어서, 복수의 경로들이 존재할 때, 상기 제 2 단말은 상기 복수의 경로들의 수에 대응하는 수만큼 상기 

제 2의 IP 패킷들을 복사하고 상기 복수의 경로들을 통해 상기 제 1 단말에 복사된 IP 패킷들을 송신하는, 이동 네트

워크.

청구항 19.
복수의 단말들이 이동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통신하게 하는 IP 패킷 전송 방법에 있어서,

상기 IP 패킷 전송 방법은,

현재 외래 네트워크에 위치된 상기 이동 단말을 위해 의도된 IP 패킷을 수신 시에, 이동 단말이 통상 접속되는 제 1의 

IP 노드가 상기 단말의 목적지에 상기 IP 패킷을 전송하기 위한 캡슐화된 IP 패킷을 생성하게 하는 단계,

상기 제 1의 IP 노드가 상기 캡슐화된 IP 패킷의 QoS 클래스와 매칭하는 경로를 통해 상기 목적지에 상기 캡슐화된 I

P 패킷을 전송하게 하는 단계, 및

상기 이동 단말이 상기 목적지에 접속되는 제 2의 IP 노드가 상기 제 1의 IP 노드로부터 수신된 상기 캡슐화된 IP 패

킷으로부터 상기 IP 패킷을 분리하게 하고, 상기 이동 단말에 상기 IP 패킷을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핸드오버된 상기 이동 단말은 상기 캡슐화된 IP 패킷의 상기 QoS 클래스를 설정하기 위한 QoS 정보와 함께 상기 제 

1의 IP 노드에 상기 목적지를 통지하고,

상기 제 1의 IP 노드는 복수의 목적지들이 각각의 QoS 정보와 함께 등록될 수 있는 테이블의 형태로 상기 목적지 정

보와 상기 QoS 정보를 기억하는, IP 패킷 전송 방법

청구항 20.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IP 패킷의 복수 목적지들이 존재할 때, 상기 제 1의 IP 노드는 상기 복수 목적지들에 대한 수

에 대응하는 상기 캡슐화된 IP 패킷들을 생성하고 상기 복수 목적지들에 상기 캡슐화된 IP 패킷들을 송신하는, IP 패

킷 전송 방법.

청구항 21.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은 등록을 위한 제어 패킷을 이용함으로써 상기 제 1의 IP 노드에 상기 목적지와 상

기 QoS 정보를 통지하는, IP 패킷 전송 방법.

청구항 22.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IP 패킷들의 복수 목적지들이 존재할 때, 상기 제 1의 IP 노드는 상기 복수 목적지들에 대한 

수에 대응하는 상기 캡슐화된 IP 패킷들을 생성하고 상기 복수 목적지들에 상기 캡슐화된 IP 패킷들을 송신하는, IP 

패킷 전송 방법.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제 19항에 있어서, 미리선택된 유효기한은 상기 목적지 정보와 상기 QoS 정보 상에 설정되고, 상기 목적지 정보와 상

기 QoS 정보는 상기 이동 단말이 핸드오버될 때 그리고 미리선택된 구간들에서 업데이트되는, IP 패킷 전송 방법.

청구항 26.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IP 패킷의 복수 목적지들이 존재할 때, 상기 제 1의 IP 노드는 상기 복수 목적지들에 대한 수

에 대응하는 상기 캡슐화된 IP 패킷들을 생성하고 상기 복수 목적지들에 상기 캡슐화된 IP 패킷들을 송신하는, IP 패

킷 전송 방법.

청구항 27.
복수의 단말들이 이동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통신하게 하는 IP 패킷 전송 방법에 있어서,

상기 IP 패킷 전송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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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래 네트워크에 위치된 제 1 단말을 위해 의도된 제 1의 IP 패킷을 수신 시에, 제 1 단말이 통상 접속되는 IP 노

드가 상기 제 1의 IP 패킷의 IP 어드레스로 대체된 상기 제 1 단말의 목적지의 IP 어드레스를 갖는 제 2의 IP 패킷을 

생성하게 하는 단계,

상기 IP 노드가 상기 제 2의 IP 패킷의 QoS 클래스와 매칭하는 경로를 통해 상기 목적지에 상기 제 2의 IP 패킷을 송

신하게 하는 단계, 및

상기 제 1 단말이 상기 제 2의 IP 패킷의 QoS 클래스를 설정하기 위한 QoS 정보와 함께 상기 IP 노드 및 상기 제 1의

IP 패킷을 전송한 제 2 단말 중 적어도 하나에 상기 목적지를 통지하게 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IP 노드와 상기 제 2 단말 각각은 복수의 목적지들이 각각의 QoS 정보와 함께 등록될 수 있는 테이블의 형태로 

상기 목적지 정보와 상기 QoS 정보를 기억하는, IP 패킷 전송 방법.

청구항 28.
제 27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말은 등록을 위한 제어 패킷을 사용함으로써 상기 IP 노드와 상기 제 2 단말에 상기 

목적지와 상기 QoS 정보를 통지하는, IP 패킷 전송 방법.

청구항 29.
삭제

청구항 30.
제 27항에 있어서, 미리선택된 유효기한은 상기 목적지 정보와 상기 QoS 정보 상에 설정되고, 상기 목적지 정보와 상

기 QoS 정보는 상기 제 1 단말이 핸드오버될 때 그리고 미리선택된 구간들에서 업데이트되는, IP 패킷 전송 방법.

청구항 31.
제 27항에 있어서, 상기 제 1의 IP 패킷의 복수 목적지들이 존재할 때, 상기 IP 노드는 상기 복수 목적지들에 대한 수

에 대응하는 상기 제 2의 IP 패킷들을 생성하고 상기 복수 목적지들에 상기 제 2의 IP 패킷들을 송신하는, IP 패킷 전

송 방 법.

청구항 32.
제 27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말이 핸드오버될 때, 상기 IP 노드는 상기 제 1 단말에 할당된 IP 어드레스로 대체된 

상기 목적지의 IP 어드레스를 갖는 상기 제 2의 IP 패킷을 생성하고 상기 제 1 단말에 상기 제 2의 IP 패킷을 송신하

는, IP 패킷 전송 방법.

청구항 33.
제 32항에 있어서, 복수의 경로들이 존재할 때, 상기 제 2 단말은 상기 복수의 경로들의 수에 대응하는 수만큼 상기 

제 2의 IP 패킷을 복사하고 상기 복수의 경로들을 통해 상기 제 1 단말에 복사된 IP 패킷들을 송신하는, IP 패킷 전송 

방법.

청구항 34.
IP 패킷들을 전송하기 위한 이동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통상 상기 위치 등록 서버에 접속된 이동 단말을 포함하는 복

수의 단말들이 서로 통신하게 하는 위치 등록 서버에 있어서,

상기 위치 등록 서버는,

현재 외래 네트워크에 위치된 상기 이동 단말을 위해 의도된 IP 패킷을 수신 시에, 상기 IP 패킷을 캡슐화하여 캡슐화

된 IP 패킷을 생성하고, 상기 캡슐화된 IP 패킷이 속하는 QoS 클래스에 대해 특정한 경로를 통해 상기 이동 단말의 목

적지에 상기 캡슐화된 IP 패킷을 전송하기 위한 처리 장치, 및

상기 캡슐화된 IP 패킷의 상기 QoS 클래스를 설정하기 위해 사용되고, 핸드오버된 상기 이동 단말로부터 수신되는 

목적지 정보와 QoS 정보를 기억하기 위한 기억 장치를 포함하는, 위치 등록 서버.

청구항 35.
제 34항에 있어서, 상기 IP 패킷이 전송되어야 하는 복수 목적지들이 존재할 때, 상기 처리 장치는 상기 복수 목적지

들에 대한 수에 대응하는 상기 캡슐화된 IP 패킷들을 생성하고 이어서 상기 캡슐화된 IP 패킷들을 송신하는, 위치 등

록 서버.

청구항 36.
삭제

청구항 37.
삭제

청구항 38.
제 34항에 있어서, 미리선택된 유효기한은 상기 목적지 정보와 상기 QoS 정보 상에 설정되고, 상기 목적지 정보와 상

기 QoS 정보는 상기 이동 단말이 핸드오버될 때 그리고 미리선택된 구간들에서 업데이트되는, 위치 등록 서버.

청구항 39.
제 38항에 있어서, 상기 IP 패킷이 전송되어야 하는 복수 목적지들이 존재할 때, 상기 처리 장치는 상기 복수 목적지

들에 대한 수에 대응하는 상기 캡슐화된 IP 패킷들을 생성하고 이어서 상기 캡슐화된 IP 패킷을 송신하는, 위치 등록 

서버.

청구항 40.
IP 패킷들을 전송하기 위한 이동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통상 위치 등록 서버에 접속된 이동 단말을 포함하는 복수의 

단말들이 서로 통신하게 하는 위치 등록 서버에 있어서,

상기 위치 등록 서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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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오버된 상기 이동 단말을 위해 의도된 제 1의 IP 패킷을 수신 시에, 상기 제 1의 IP 패킷의 IP 어드레스로 대체된 

상기 이동 단말의 목적지의 IP 어드레스를 갖는 제 2의 IP 패킷을 생성하고, 상기 제 2의 IP 패킷의 QoS 클래스에 대

해 특정한 경로를 통해 상기 목적지에 상기 제 2의 IP 패킷을 송신하기 위한 처리 장치, 및

상기 제 2의 IP 패킷이 속하는 QoS 클래스를 설정하기 위해 사용되고, 상기 이동 단말로부터 수신되는 목적지 정보와

QoS 정보를 기억하기 위한 기억 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기억 장치는 복수의 목적지들이 각각의 QoS 정보와 함께 등록될 수 있는 테이블의 형태로 상기 목적지 정보와 

상기 QoS 정보를 기억하는, 위치 등록 서버.

청구항 41.
제 40항에 있어서, 상기 IP 패킷이 전송되어야 하는 복수 목적지들이 존재할 때, 상기 처리 장치는 상기 복수 목적지

들에 대한 수에 대응하는 상기 캡슐화된 IP 패킷들을 생성하고 이어서 상기 캡슐화된 IP 패킷들을 송신하는, 위치 등

록 서버.

청구항 42.
삭제

청구항 43.
제 40항에 있어서, 상기 IP 패킷이 전송되어야 하는 복수 목적지들이 존재할 때, 상기 처리 장치는 상기 복수 목적지

들에 대한 수에 대응하는 상기 캡슐화된 IP 패킷들을 생성하고 이어서 상기 캡슐화된 IP 패킷들을 송신하는, 위치 등

록 서버.

청구항 44.
제 40항에 있어서, 미리선택된 유효기한은 상기 목적지 정보와 상기 QoS 정보 상에 설정되고, 상기 목적지 정보와 상

기 QoS 정보는 상기 이동 단말이 핸드오버될 때 그리고 미리선택된 구간들에서 업데이트되는, 위치 등록 서버.

청구항 45.
제 44항에 있어서, 상기 IP 패킷이 전송되어야 하는 복수 목적지들이 존재할 때, 상기 처리 장치는 상기 복수 목적지

들에 대한 수에 대응하는 상기 캡슐화된 IP 패킷들을 생성하고 이어서 상기 캡슐화된 IP 패킷들을 송신하는, 위치 등

록 서버.

청구항 46.
이동 단말과 IP 패킷들을 상호 변경하기 위한 이동 네트워크에 접속된 고정 단말에 있어서,

상기 고정 단말은,

상기 이동 단말이 핸드오버될 때, 상기 이동 단말에 송신된 제 1의 IP 패킷에 할당된 IP 어드레스를 상기 이동 단말의 

목적지를 나타내는 IP 어드레스로 교체하고, 상기 제 2의 IP 패킷의 QoS 클래스에 대해 특정한 경로를 통해 상기 목

적지에 상기 제 2의 IP 패킷을 송신하기 위한 처리 장치, 및

상기 제 2의 IP 패킷이 속하는 QoS 클래스를 설정하기 위해 사용되고, 상기 이동 단말로부터 수신되는 목적지 정보와

QoS 정보를 기억하기 위한 기억 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기억 장치는 복수의 목적지들이 각각의 QoS 정보와 함께 등록될 수 있는 테이블의 형태로 상기 목적지 정보와 

상기 QoS 정보를 기억하는, 고정 단말.

청구항 47.
제 46항에 있어서, 복수의 경로들이 존재할 때, 상기 처리 장치는 상기 복수의 경로들에 대한 수에 대응하는 상기 캡

슐화된 IP 패킷들을 생성하고 이어서 상기 복수의 경로들을 통해 상기 캡슐화된 IP 패킷들을 송신하는, 고정 단말.

청구항 48.
삭제

청구항 49.
삭제

청구항 50.
제 46항에 있어서, 미리선택된 유효기한은 상기 목적지 정보와 상기 QoS 정보 상에 설정되고, 상기 목적지 정보와 상

기 QoS 정보는 상기 이동 단말이 핸드오버될 때 그리고 미리선택된 구간들에서 업데이트되는, 고정 단말.

청구항 51.
제 50항에 있어서, 복수의 경로들이 존재할 때, 상기 처리 장치는 상기 복수의 경로들에 대한 수에 대응하는 상기 캡

슐화된 IP 패킷들을 생성하고 이어서 상기 복수의 경로들을 통해 상기 캡슐화된 IP 패킷들을 송신하는, 고정 단말.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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