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특허  10-0459183

- 1 -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7

H04L 12/28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4년12월03일

10-0459183

2004년11월19일

(21) 출원번호 10-2002-0037429 (65) 공개번호 10-2004-0002071

(22) 출원일자 2002년06월29일 (43) 공개일자 2004년01월07일

(73) 특허권자 엘지전자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번지

(72) 발명자 최태환

서울특별시강서구가양동동신대아아파트106-1203

(74) 대리인 김용인

심창섭

심사관 : 김상우

(54) 조합 모바일 ＩＰ 시스템 및 그를 이용한 모빌리티 관리방법

요약

모바일 IP 환경에서 최소한의 페이징(paging)과 등록(registration)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모빌리티를 관리하기 위

한 조합 모바일 IP 시스템 및 그를 이용한 모빌리티 관리 방법에 관한 것으로, 모바일 노드(mobile node)와의 상호 통

신을 위한 메인 서버를 갖는 홈 에이전트(home agent)와, 모바일 노드와 홈 에이전트와의 상호 통신을 중계하는 포린

에이전트(foreign agent)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포린 에이전트는, 홈 에이전트와 상호 통신하는 적어도 하나의 제어 

포린 에이전트(controlling foreign agent)와, 제어 포린 에이전트와 상호 통신하는 적어도 하나의 페이징 포린 에이

전트(paging foreign agent)로 구성되는 적어도 하나의 지역 영역(regional area)들로 이루어진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등록, 페이징,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 제어 포린 에이전트, 모바일 노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조합 모바일 IP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페이징 영역 식별 확장자를 보여주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페이징의 콜(call) 흐름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글로벌 등록(global registration)의 콜(call)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지역 등록(regional registration)의 콜 흐름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로컬 등록(local registration)의 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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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본 발명과 종래 기술과의 홈 에이전트와 포린 에이전트 사이의 거리에 대한 총 시그널 비용을 비교한 그래프

도 8은 본 발명과 종래 기술에 따른 로컬 등록의 리프레쉬율(refresh rate) 증가에 대한 총 시그널링 비용을 비교한 

그래프

도 9는 본 발명과 종래 기술에 따른 액티브 모바일 노드의 비율의 증가에 대한 총 시그널링 비용을 비교한 그래프

도 10은 본 발명과 종래 기술에 따른 페이징 비용(Cp)/등록 비용(Cr)의 비율 에 대한 총 시그널링 비용을 비교한 그래

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모바일 IP 환경에서 최소한의 페이징(paging)과 등록(registration)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모빌리티를 관

리하기 위한 조합 모바일 IP 시스템 및 그를 이용한 모빌리티 관리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인터넷의 이동통신에 대한 연구들은 모바일 IP(internet protocol)에 집중되어 있다.

모바일 IP는 인터넷의 무선 데이터 통신망으로, 셀룰라 이동통신망(cellular networks)과는 달리, 분산된 통신 시스

템(distributed system)이다.

그러므로, 모바일 IP는 매크로-모빌리티(macro-mobility)의 개념에는 잘 부합되지만, 마이크로-모빌리티(micro-m

obility)의 개념에서는 부적절한 면이 있다.

본질적으로 인터넷은 통신망이 분산되어 있고, 또한 위치 정보들이 인터넷 주변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상에

서의 모빌리티 관리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반해, 셀룰라 통신망은 집중 시스템(centralized system)이므로, 셀룰라 통신망에서의 모빌리티 관리는 인터넷

상에서의 모빌리티 관리보다는 더 수월하다.

또한, 셀룰라 통신망에서의 모빌리티 관리는 위치 갱신(location update) 방 식과 페이징(paging) 방식을 사용하는 

반면에, 모바일 IP는 오직 등록(registration) 방식만을 사용한다.

모바일 IP의 등록 방식은 셀룰라 통신망상에서의 위치 갱신 방식에 상응하는 방식이다.

모바일 IP의 등록 방식은 셀룰라 통신망의 위치 갱신 방식과는 등록 비용면에서 차이가 있다.

즉, 셀룰라 통신망은 모바일 스위칭 센터(Mobile Switching Center ; MSC)와 같은 상위 계층에 집중되어 있지만, 모

바일 IP는 홈 에이전트(home agent)와 포린 에이전트(foreign agent)와 같은 노드(node)들로 분산되어 있어 많은 등

록 비용이 든다.

일반적으로 셀룰라 통신망에서는 사용자의 모빌리티를 관리 및 제어하기 위하여 다수의 페이징 영역들로 이루어지는

지역 영역(Regional Area) 또는 위치 영역(Locate Area)을 갖는다.

여기서, 지역 영역의 개념은 위치 갱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채택되었다.

즉, 사용자는 어느 한 페이징 영역을 이동할 때마다 그들의 위치를 갱신할 필요 없이, 그들이 위치한 지역 영역을 벗

어나는 경우에만 그들의 위치를 갱신하면 되므로 위치 갱신 비용이 줄어든다.

이에 반해, 모바일 IP에서의 홈 네트워크(Home Network)는 셀룰라 통신망의 크기에 비해 매우 작다.

그러므로, 모바일 IP의 통신망과 셀룰라 통신망에 대한 이동율(mobility rate)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모바일 IP는 

홈 네트워크(home network)에서 포린 네트워크(foreign network)로의 이동 확률(transition probability)이 셀룰라 

통신망에 비해 훨씬 높다.

예를 들면, 모바일 노드(mobile node)가 그의 홈 네트워크로부터 이동하면, 모바일 노드는 그의 포린 에이전트(forei

gn agent)에 등록하고, 그 포린 에이전트는 모바일 노드의 홈 에이전트(home agent)에 등록한다.

그러므로, 포린 네트워크에서의 등록 비용은 홈 네트워크에서의 등록 비용의 2배가 된다.

게다가, 모바일 IP의 등록 비용은 포린 에이전트와 홈 에이전트가 서로 멀어질수록 더 크게 증가한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 IP와 셀룰라 통신망는 정보 교환에서도 차이가 있다.

모바일 IP에서, 모바일 노드가 홈 네트워크로부터 이동한 경우, 모바일 노드는 정보를 직접 대응 노드(corresponden

ce node)에 보낼 수는 있지만, 대응 노드로부터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홈 에이전트와 포린 에이전트를 거쳐 대응 노

드의 정보를 받게 된다.

즉, 모바일 IP는 정보 교환이 비대칭적이다.

그러나, 셀룰라 통신망은 정보를 주고 받는 루트가 대칭적이다.

이와 같이, 모바일 IP의 환경은 셀룰라 통신망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에도 모바일 IP의 모빌리티 관리를 개선

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셀룰러 통신망의 모빌리티 관리는 이미 상업적으로 현실화되어 사용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비해, 모바일 IP는 뒤늦게 사람들에게 집중을 받기 시작했지만, 인터넷의 성장과 함께 셀룰러 통신망을 대신하는

차세대 통신망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새롭고 효율적인 모빌리티 관리를 위한 모바일 IP 시스템이 필요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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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최소한의 페이징(paging)과 등록(registration)을 이용하여 효율적

으로 모빌리티를 관리할 수 있는 조합 모바일 IP 시스템 및 그를 이용한 모빌리티 관리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시그널링 비용(signaling cost)을 절감할 수 있는 조합 모바일 IP 

시스템 및 그를 이용한 모빌리티 관리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른 조합 모바일 IP 시스템은 모바일 노드(mobile node)와의 상호 통신을 위한 메인 서버를 갖는 홈 에이

전트(home agent)와, 모바일 노드와 홈 에이전트와의 상호 통신을 중계하는 포린 에이전트(foreign agent)를 포함하

여 구성되고, 포린 에이전트는, 홈 에이전트와 상호 통신하는 적어도 하나의 제어 포린 에이전트(controlling foreign 

agent)와, 제어 포린 에이전트와 상호 통신하는 적어도 하나의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paging foreign agent)로 구성

되는 적어도 하나의 지역 영역(regional area)들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지역 영역의 제어 포린 에이전트와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는 서로 상하 계층 구조를 이루는데, 제어 포린 에이

전트는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에 대해 상위 계층이고,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는 제어 포린 에이전트에 대해 하위 계층을

이룬다.

또한,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는 모바일 노드와 제어 포린 에이전트와의 상호 통신을 중계하고, 제어 포린 에이전트는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와 홈 에이전트와의 상호 통신을 중계한다.

그리고, 지역 영역은 적어도 하나의 페이징 영역들로 나뉘어지고, 페이징 영역은 제어 포린 에이전트와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의 IP 주소들을 갖는 페이징 영역 식별 확장자(paging area identification extension)에 의해 식별된다.

한편, 모바일 노드(mobile node)와의 상호 통신을 위한 메인 서버를 갖는 홈 에이전트(home agent)와, 적어도 하나

의 제어 포린 에이전트(controlling foreign agent)와 적어도 하나의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paging foreign agent)로 

구성되어 모바일 노드와 홈 에이전트와의 상호 통신을 중계하는 포린 에이전트(foreign agent)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본 발명의 조합 모바일 IP 시스템을 이용한 모빌리티 관리 방법은 홈 에이전트가 제어 포린 에이전트로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는 단계와, 제어 포린 에이전트가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로 페이징을 요청하는 단계와,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가

모바일 노드로 페이징을 요청하는 단계와, 모바일 노드가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로 페이징 응답하는 단계와,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가 제어 포린 에이전트로 지역 등록 요청하는 단계와, 제어 포린 에이전트가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로 

지역 등록 응답하는 단계와,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가 제어 포린 에이전트로 페이징 응답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

진다.

제어 포린 에이전트가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로 페이징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제어 포린 에이전트는 그의 지역에 속하

는 모든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에 페이징을 요청한다.

그리고,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가 모바일 노드로 페이징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는 그의 방문자 

리스트로부터 모바일 노드의 홈 어드레스를 서치하고, 모바일 노드의 홈 어드레스를 갖는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만이 

해당하는 모바일 노드로 페이징을 요청한다.

본 발명에 따른 조합 모바일 IP 시스템을 이용한 모빌리티 관리방법은 모바일 노드가 홈 네트워크에서 포린 네트워크

로, 또는 한 지역 영역에서 다른 지역 영역으로 이동하는 단계와, 모바일 노드에서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로 글로벌 등

록 요청하는 단계와,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가 제어 포린 에이전트로 글로벌 등록 요청하는 단계와, 제어 포린 에이전

트가 홈 에이전트로 글로벌 등록 요청하는 단계와, 홈 에이전트가 제어 포린 에이전트로 글로벌 등록 응답하는 단계

와, 제어 포린 에이전트가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로 글로벌 등록 응답하는 단계와,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가 모바일 노

드로 글로벌 등록 응답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모바일 노드가 포린 에이전트의 동일한 지역 영역에서 한 페이징 영역에서 다른 페이징 영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모바일 노드에서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로 지역 등록 요청하는 단계와,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가 제어 포린 에이

전트로 지역 등록 요청하는 단계와, 제어 포린 에이전트가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로 지역 등록 응답하는 단계와, 페이

징 포린 에이전트가 모바일 노드로 지역 등록 응답하는 단계를 거친다.

여기서, 이동되는 모바일 노드는 액티브 모드(active mode)이다.

또한, 모바일 노드가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의 한 페이징 영역에서 다른 페이징 영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모바일 노드

에서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로 로컬 등록 요청하는 단계와,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가 모바일 노드로 로컬 등록 응답하는

단계를 거칠 수도 있다.

이 때, 이동되는 모바일 노드는 아이들 모드(idle mode)이다.

이와 같이, 구성되는 본 발명은 모바일 IP 환경에서도 효율적으로 모빌리티 관리를 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송수신

을 위한 시스널링 비용(signaling cost)을 최적화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특징 및 잇점들은 첨부한 도면을 참조한 실시예들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명백해질 것이다.

상기와 같은 특징을 갖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발명에 따른 조합 모바일 IP 시스템은 다음 3가지의 조건을 기본으로 한다.

첫째, 본 발명의 조합 모바일 IP 시스템은 계층 구조를 이룬다.

본 발명은 여러 레벨의 계층(multi-level hierarchy)으로 구성 가능하지만, 여기에서는 복잡성과 혼란성을 배제하기 

위해 두 레벨의 계층(two-level hierarchy)만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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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발명의 조합 모바일 IP 시스템은 페이징(paging) 방식과 등록(registration) 방식으로 지원된다.

즉, 모든 포린 에이전트들(foreign agents)은 페이징과 등록을 적절히 이용한다.

셋째, 본 발명의 조합 모바일 IP 시스템은 셀(cell)의 모양을 특정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즉, 본 발명은 현재의 통신망에 현실적이고 용이하게 적용가능하도록 셀의 모양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조합 모바일 IP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구성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모바일 IP의 환경은 크게 홈 네트워크(home network : HN)와 포린 네트워크(foreign net

work : FN)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홈 네트워크에는, 모바일 노드(mobile node : MN)와의 상호무선통신을 위한 메인 서버를 가지고 홈 네트워

크를 관리하는 홈 에이전트(home agent : HA)가 존재하고, 포린 네트워크에는, 모바일 노드와 홈 에이전트와의 상호

무선통신을 중계하고 포린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포린 에이전트(foreign agent : FA)가 존재한다.

본 발명은 효율적인 모빌리티 관리를 위해 포린 에이전트를 상위 계층과 하 위계층으로 나눈다.

즉, 포린 에이전트에는 적어도 하나의 지역 영역(regional area : RA)들로 이루어지고, 각 지역 영역은 홈 에이전트와

상호무선통신하는 적어도 하나의 제어 포린 에이전트(controlling foreign agent : CFA)와, 제어 포린 에이전트와 상

호무선통신하는 적어도 하나의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paging foreign agent : PFA)로 구성된다.

여기서, 제어 포린 에이전트는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에 대해 상위 계층이 되고,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는 제어 포린 에

이전트에 대해 하위 계층이 된다.

그리고,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는 모바일 노드와 제어 포린 에이전트와의 상호무선통신을 중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제어 포린 에이전트는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와 홈 에이전트와의 상호무선통신을 중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본 발명의 조합 모바일 IP 시스템에서, 어느 한 지역 영역(RA)의 제어 포린 에이전트와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는

다른 한 지역 영역(RA)의 제어 포린 에이전트와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에 상호무선통신을 할 수 없도록 설계된다.

즉, 본 발명의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는 셀룰라 통신망의 베이스 스테이션(base station : BS)과 같이 페이징 기능을 

부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페이징 영역(paging area : PA)을 관리하고, 제어 포린 에이전트는 셀룰라 통신망의 베이

스 스테이션 콘트롤러(base station controller : BSC)와 같이 페이징 기능을 부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역 영역(r

egional area : RA)을 관리한다.

이와 같이 구성되는 본 발명의 조합 모바일 IP 시스템의 모빌리티 관리 방법 을 먼저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모바일 노드(MN)가 홈 네트워크(HN) 내에 있을 때는 모바일 IP로서 동작되지만, 모

바일 노드가 홈 네트워크로부터 벗어난 경우에는 모바일 노드는 이동된 곳의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PFA)에 그의 위

치정보를 등록하고,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는 다시 제어 포린 에이전트(CFA)에 모바일 노드의 위치정보를 등록한다.

이어, 제어 포린 에이전트는 다시 모바일 노드의 위치정보를 모바일 노드의 홈 에이전트(HA)에 전달한다.

모바일 노드가 그의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와 제어 포린 에이전트에 그의 위치정보를 등록할 때, 페이징 포린 에이전

트와 제어 포린 에이전트는 모바일 노드를 액티브 모드(active mode)로 시간 설정을 해야 한다.

액티브 모드 설정시간 동안, 모바일 노드가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있으면, 액티브 모드는 계속 지속될 것

이다.

하지만, 모바일 노드가 어느 시간 동안 데이터를 송신이나 수신하고 있지 않으면, 액티브 모드는 아이들 모드(idle mo

de)로 전환될 것이다.

한편, 모바일 노드가 액티브 모드인 상태에서 포린 에이전트로 이동되었을 때, 모바일 노드는 그 지역의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에 그의 위치정보를 등록하고,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는 그 지역의 제어 포린 에이전트에 모바일 노드의 위치

정보를 등록한다.

만일, 모바일 노드가 아이들 모드인 상태에서 포린 에이전트로 이동되었을 때, 모바일 노드는 그 지역의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에만 그의 위치정보를 등록한다.

즉,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는 그 지역의 제어 포린 에이전트에 모바일 노드의 위치정보를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모바일 노드와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는 서로 가깝게 위치하므로 등록 비용은 많이 들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등록은 지역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시그널링 비용은 모바일 IP 시스템에 영향을 주

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모바일 노드가 그의 제어 포린 에이전트로부터 이동하면, 모바일 노드는 새로운 제어 포린 에이전트에 등록하

고, 제어 포린 에이전트는 다시 모바일 노드의 홈 에이전트에 모바일 노드의 위치정보를 전달한다.

한편, 아이들 모드 상태인 모바일 노드에 보내야 할 데이터가 있는 경우, 제어 포린 에이전트는 그의 페이징 포린 에

이전트에 페이징 요청을 보낸다.

이어,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는 그의 방문자 리스트들(visitor lists)을 서치한 후, 방문자 리스트에서 모바일 노드의 홈

어드레스(home adress)를 발견하면, 그의 페이징 영역(paging area)에 페이징 요청을 보낸다.

하지만, 방문자 리스트에서 모바일 노드의 홈 어드레스(home adress)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는

현재 모바일 노드가 그의 페이징 영역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추정하여 그의 페이징 영역에 페이징 요청을 보내지 않는

다.

이처럼, 본 발명에서의 페이징은 제어 포린 에이전트와 페이징 포린 에이전 트 사이를 연결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제어 포린 에이전트가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를 거치지 않고 네트워크 전체에 직접 페이징 요청을 한다면, 

페이징 요청 범위는 매우 클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 발명에서의 등록이 모바일 노드의 모드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모바일 노드가 이동할 때마다 페이징 포린 에

이전트가 그의 제어 포린 에이전트에 모바일 노드의 위치정보를 등록한다면, 그에 대한 등록 비용은 매우 높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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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본 발명의 조합 모바일 IP 시스템은 페이징 트래픽(paging traffic)과 등록 트래픽(registration traffic)의 

양이 기존의 통신망보다는 적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그널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도 2 내지 도 6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조합 모바일 IP 시스템의 모빌리티 관리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발명은 모바일 IP 환경에 따라 페이징과 등록을 적절히 조합하여 모빌리티 관리가 수행되어야 하지만, 설명

의 편의상 페이징과 등록을 나누어 설명하기로 한다.

페이징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페이징 영역 식별 확장자를 보여주는 도면이고,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페이징의 콜(call) 흐름

도이다.

본 발명의 페이징 영역(paging area : PA)은 그의 제어 포린 에이전트와 페 이징 포린 에이전트의 IP 주소에 의해 식

별된다.

그리고, 페이징 영역 식별자(paging area identification : PAI)는 제어 포린 에이전트와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의 IP 

주소들을 첨부하고 있다.

페이징 영역 식별자는 특정 지역 영역에서의 페이징 영역들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페이징 영역은 적은 양의 밴드폭(bandwidth)으로 식별된다.

페이징 영역 식별자들은 도 3과 같은 페이징 영역 식별 확장자와 함께 에이전트 광고들(agent advertisements)에 의

해 분배된다.

그러므로, 모바일 노드들은 에이전트 광고들을 수신함으로써 그들의 페이징 영역을 인식한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홈 에이전트는 아이들 모드(idle mode)인 모바일 노드에 보낼 패킷들(packets)을 제

어 포린 에이전트로 전송한다.

이어, 제어 포린 에이전트는 그의 지역 영역(regional area) 내에 있는 모든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에 페이징 요청을 

보낸다.

하지만, 모든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가 그들의 모바일 노드에게 페이징 요청을 전달하지는 않는다.

즉,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는 그들의 모바일 노드에게 페이징 요청을 전달하기 전에, 아이들 모드 상태의 모바일 노드

를 찾기 위해 그들의 방문자 리스트들을 서치한다.

그리고, 방문자 리스트에서 모바일 노드의 홈 어드레스(home adress)를 가진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만이 그의 페이징

영역으로 페이징 요청을 보낸다.

이어, 모바일 노드가 페이징 요청에서 그의 홈 어드레스를 발견하면, 모바일 노드는 그의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에 페

이징 응답을 보내고, 모바일 노드는 아이들 모드(idle mode)에서 액티브 모드(active mode)로 바뀌면서 액티브 타이

머(active timer)가 시작된다.

그리고,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가 모바일 노드로부터 페이징 응답을 받으면,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는 그의 제어 포린 

에이전트에 지역 등록 요청을 보낸다.

이어, 제어 포린 에이전트는 다시 그의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로 지역 등록 응답을 보내고,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는 그

의 제어 포린 에이전트로 페이징 응답을 보낸다.

등록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글로벌 등록(global registration)의 콜(call) 흐름도이다.

모바일 IP에서의 등록은 모바일 노드가 홈 에이전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데이터를 주고받는 시그널링 지연(si

gnaling delay)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포린 에이전트로부터 다른 포린 에이전트로 이동할 때마

다 모바일 노드는 등록을 한다.

하지만, 본 발명의 조합 모바일 IP 시스템은 포린 네트워크에서의 등록은 지역 영역(RA)의 제어 포린 에이전트에 의

해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고, 등록 비용을 기존의 모바일 IP 보다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모바일 노드는 등록 응답을 받은 후, 액티브 모드로 모드를 설정하고 액티브 타이머를 시작하여 모바일 노드

의 상태를 재갱신한다.

또한, 등록 요청과 등록 응답은 등록 절차에 포함된다.

글로벌 등록 절차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모바일 노드가 어느 한 지역 영역(RA)에 처음 방문하는 경우에 진행된

다.

즉, 모바일 노드가 홈 에이전트에서 포린 에이전트로, 또는 한 포린 에이전트에서 다른 포린 에이전트로 이동하는 경

우에 글로벌 등록을 진행한다.

먼저, 모바일 노드(MN)는 그의 페이징 영역(PA)에 있는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PFA)로 글로벌 등록 요청을 보내고,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는 그의 제어 포린 에이전트(CFA)로 글로벌 등록 요청을 전달한다.

이어, 제어 포린 에이전트는 홈 에이전트(HA)로 등록 요청을 보내고, 홈 에이전트는 글로벌 등록 요청을 수용 또는 거

절하겠다는 글로벌 등록 응답을 제어 포린 에이전트로 보낸다.

그리고, 제어 포린 에이전트는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로 글로벌 등록 응답을 보내고,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는 모바일 

노드로 글로벌 등록 응답의 결과를 알린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지역 등록(regional registration)의 콜 흐름도이다.

지역 등록 절차는 액티브 모드 상태의 모바일 노드가 어느 한 지역 영역 내에서, 한 페이징 영역으로부터 다른 페이징

영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진행된다.

먼저, 모바일 노드는 그의 지역 영역에 있는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로 지역 등록 요청을 보내고,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

는 그의 제어 포린 에이전트로 지역 등록 요청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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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제어 포린 에이전트는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로 지역 등록 응답을 보내고,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는 모바일 노드

로 지역 등록 응답을 알린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로컬 등록(local registration)의 콜 흐름도이다.

로컬 등록 절차는 아이들 모드 상태의 모바일 노드가 어느 한 지역 영역 내에서, 한 페이징 영역으로부터 다른 페이징

영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진행된다.

먼저, 모바일 노드는 그의 페이징 영역 내에 있는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로 로컬 등록 요청을 보내고, 페이징 포린 에

이전트는 모바일 노드로 로컬 등록 응답을 알린다.

이와 같이, 모바일 노드가 아이들 모드 상태에서 페이징 영역들 사이를 이동하면, 모바일 노드가 그의 페이징 포린 에

이전트에 등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 등록 절차가 단순해진다.

본 발명에 따른 조합 모바일 IP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등록 절차가 진행된다.

첫째, 아이들 모드인 모바일 노드가 동일 지역 영역(RA) 내에서 새로운 페이징 영역(PA)으로 이동할 때, 로컬 등록 

절차가 진행된다.

둘째, 액티브 모드인 모바일 노드가 동일 지역 영역(RA) 내에서 새로운 페이징 영역(PA)으로 이동할 때, 지역 등록 

절차가 진행된다.

셋째, 모바일 노드가 새로운 지역 영역(RA)으로 이동할 때, 글로벌 등록 절차가 진행된다.

넷째, 모바일 노드의 등록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진행된다.

다섯째, 모바일 노드의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PFA) 또는 제어 포린 에이전트(CFA)를 리부트(reboot)할 때, 진행된다

.

여섯째, 모바일 노드가 페이징될 때, 지역 등록 절차가 진행된다.

일곱째, 아이들 모드의 모바일 노드가 데이터를 전송할 때, 진행된다.

도 7은 본 발명과 종래 기술과의 홈 에이전트와 포린 에이전트 사이의 거리에 대한 총 시그널 비용을 비교한 그래프

이다.

일반적으로 모바일 IP에서는 모바일 노드가 그의 홈 에이전트로부터 멀어질 때, 시그널링 비용에 많은 영향을 준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존의 모바일 IP 시스템에서는 홈 에이전트와 포린 에이전트 사이의 거리가 증가할수록 

시그널링 비용은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이에 반해, 본 발명의 모바일 IP 시스템은 글로벌 등록과 지역 등록을 나누었기 때문에, 모바일 노드가 동일 지역 영역

내에 있을 때는 그의 홈 에이전트에 대한 등록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시그널링 비용은 동일 지역 영역 내에서, 매우 안정적이다.

결과적으로, 본 발명은 로컬 등록과 지역 등록 및 페이징을 각각 분리하여 사용함으로써, 시그널링 비용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도 8은 본 발명과 종래 기술에 따른 로컬 등록의 리프레쉬율(refresh rate) 증가에 대한 총 시그널링 비용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모바일 IP에서, 로컬 등록의 리프레쉬율 증가는 시그널링 비용에 많은 영향을 준다.

하지만,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존의 모바일 IP 시스템에 비해 본 발명의 모바일 IP 시스템은 매우 안정적이다.

이는 모바일 노드의 모드 상태를 액티브 모드와 아이들 모드로 분리하여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이다.

도 9는 본 발명과 종래 기술에 따른 액티브 모바일 노드의 비율의 증가에 대한 총 시그널링 비용을 비교한 그래프이

다.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모바일 노드의 모드 상태를 액티브 모드와 아이들 모드로 분리하여 사용함으로

써, 총 시그널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도 10은 본 발명과 종래 기술에 따른 페이징 비용(Cp)/등록 비용(Cr)의 비율에 대한 총 시그널링 비용을 비교한 그래

프이다.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기존의 모바일 IP 시스템에 비해 페이징 비용(Cp)/등록 비용(Cr)의 비율에 대한

총 시그널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조합 모바일 IP 시스템은 로컬 등록과 최소화한 페이징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모빌리티

를 관리할 수 있다.

인터넷은 전화 통신망과는 환경 자체가 다르므로, 모바일 IP와 셀룰라 통신망과는 기본적으로 다른 시스템이다.

페이징과 위치 갱신은 셀룰라 통신망의 모빌리티 관리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들을 모바일 IP에 적용하는 경우, 페이징과 위치 갱신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즉, 위치 갱신의 비용이 증가하면 페이징 비용이 감소하고, 그와 반대로 페이징 비용이 증가하면 위치 갱신 비용이 감

소한다.

그러므로, 시스널링 비용을 가장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서로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등록 비용과 페이징 비용은 전체 시그널링 비용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러나, 매크로 모빌리티(macro-mobility)에 적합한 기존의 모바일 IP 시스템에서는 마이크로 모빌리티(micro-mob

ility)까지도 매크로 모빌리티와 같은 방식으로 다루었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 모바일 IP 시스템에서는 홈 에이전트와 포린 에이전트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총 시그널 비

용이 크게 증가한다.

본 발명은 매크로 모빌리티로부터 마이크로 모빌리티 뿐만 아니라 모바일 노드의 아이들 모드로부터 액티브 모드까

지 분리하여 진행하므로, 전체 시그널링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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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조합 모바일 IP 시스템 및 그를 이용한 모빌리티 관리 방법 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본 발명은 모바일 IP 환경에서도 효율적으로 모빌리티 관리를 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송수신을 위한 시그널링 비용

(signaling cost)을 최적화할 수 있다.

이상 설명한 내용을 통해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기술사상을 일탈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변경 및 수정이 가능

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실시예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 청구의 범위에 의하여 정해

져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모바일 노드(mobile node)와의 상호 통신을 위한 메인 서버를 갖는 홈 에이전트(home agent)와, 상기 모바일 노드와

홈 에이전트와의 상호 통신을 중계하는 포린 에이전트(foreign agent)를 포함하는 조합 모바일 IP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포린 에이전트는, 상기 홈 에이전트와 상호 통신하는 적어도 하나의 제어 포린 에이전트(controlling foreign ag

ent)와, 상기 제어 포린 에이전트와 상호 통신하는 적어도 하나의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paging foreign agent)로 구

성되는 적어도 하나의 지역 영역(regional area)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합 모바일 IP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지역 영역의 제어 포린 에이전트와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는 서로 상하 계층 구조를 이루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조합 모바일 IP 시스템.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포린 에이전트는 상기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에 대해 상위 계층이고, 상기 페이징 포린 에

이전트는 상기 제어 포린 에이전트에 대해 하위 계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합 모바일 IP 시스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는 상기 모바일 노드와 상기 제어 포린 에이전트와의 상호 통신을 중계

하고, 상기 제어 포린 에이전트는 상기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와 상기 홈 에이전트와의 상호 통신을 중계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조합 모바일 IP 시스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지역 영역은 적어도 하나의 페이징 영역들로 나뉘어지고, 상기 페이징 영역은 상기 제어 포린 

에이전트와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의 IP 주소들을 갖는 페이징 영역 식별 확장자(paging area identification extensio

n)에 의해 식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합 모바일 IP 시스템.

청구항 6.
모바일 노드(mobile node)와의 상호 통신을 위한 메인 서버를 갖는 홈 에이전트(home agent)와, 적어도 하나의 제어

포린 에이전트(controlling foreign agent)와 적어도 하나의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paging foreign agent)로 구성되

어 상기 모바일 노드와 홈 에이전트와의 상호 통신을 중계하는 포린 에이전트(foreign agent)를 포함하는 조합 모바

일 IP 시스템을 이용한 모빌리티 관리 방법에 있어서,

상기 홈 에이전트가 상기 제어 포린 에이전트로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는 단계;

상기 제어 포린 에이전트가 상기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로 페이징을 요청하는 단계;

상기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가 상기 모바일 노드로 페이징을 요청하는 단계;

상기 모바일 노드가 상기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로 페이징 응답하는 단계;

상기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가 상기 제어 포린 에이전트로 지역 등록 요청하는 단계;

상기 제어 포린 에이전트가 상기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로 지역 등록 응답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가 상기 제어 포린 에이전트로 페이징 응답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조합 모바일 IP 시스템을 이용한 모빌리티 관리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포린 에이전트가 상기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로 페이징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상기 제어 포린 에이전트는 그의 지역에 속하는 모든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에 페이징을 요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합 모바일 IP 시스템을 이용한 모빌리티 관리방법.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가 상기 모바일 노드로 페이징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상기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는 그의 방문자 리스트로부터 상기 모바일 노드의 홈 어드레스를 서치하고, 상기 모바일 

노드의 홈 어드레스를 갖는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만이 상기 해당하는 모바일 노드로 페이징을 요청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조합 모바일 IP 시스템을 이용한 모빌리티 관리방법.

청구항 9.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가 상기 모바일 노드로 페이징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상기 모바일 노드는 아이들 모드(idle mode) 상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합 모바일 IP 시스템을 이용한 모빌리티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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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모바일 노드(mobile node)와의 상호 통신을 위한 메인 서버를 갖는 홈 에이전트(home agent)와, 적어도 하나의 제어

포린 에이전트(controlling foreign agent)와 적어도 하나의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paging foreign agent)로 구성되

어 상기 모바일 노드와 홈 에이전트와의 상호 통신을 중계하는 포린 에이전트(foreign agent)를 포함하는 조합 모바

일 IP 시스템을 이용한 모빌리티 관리방법에 있어서,

상기 모바일 노드가 홈 네트워크에서 포린 네트워크로, 또는 한 지역 영역에서 다른 지역 영역으로 이동하는 단계;

상기 모바일 노드에서 상기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로 글로벌 등록 요청하는 단계;

상기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가 상기 제어 포린 에이전트로 글로벌 등록 요청하는 단계;

상기 제어 포린 에이전트가 상기 홈 에이전트로 글로벌 등록 요청하는 단계;

상기 홈 에이전트가 상기 제어 포린 에이전트로 글로벌 등록 응답하는 단계;

상기 제어 포린 에이전트가 상기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로 글로벌 등록 응답 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가 상기 모바일 노드로 글로벌 등록 응답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합 모바일 IP 시스템을 이용한 모빌리티 관리방법.

청구항 11.
모바일 노드(mobile node)와의 상호 통신을 위한 메인 서버를 갖는 홈 에이전트(home agent)와, 적어도 하나의 제어

포린 에이전트(controlling foreign agent)와 적어도 하나의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paging foreign agent)로 구성되

어 상기 모바일 노드와 홈 에이전트와의 상호 통신을 중계하는 포린 에이전트(foreign agent)를 포함하는 조합 모바

일 IP 시스템을 이용한 모빌리티 관리방법에 있어서,

상기 모바일 노드가 상기 포린 에이전트의 동일한 지역 영역에 있는 한 페이징 영역에서 다른 페이징 영역으로 이동

하는 단계;

상기 모바일 노드에서 상기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로 지역 등록 요청하는 단계;

상기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가 상기 제어 포린 에이전트로 지역 등록 요청하는 단계;

상기 제어 포린 에이전트가 상기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로 지역 등록 응답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가 상기 모바일 노드로 지역 등록 응답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조합 모바일 IP 시스템을 이용한 모빌 리티 관리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되는 모바일 노드는 액티브 모드(active mode)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합 모바일 IP 

시스템을 이용한 모빌리티 관리방법.

청구항 13.
모바일 노드(mobile node)와의 상호 통신을 위한 메인 서버를 갖는 홈 에이전트(home agent)와, 적어도 하나의 제어

포린 에이전트(controlling foreign agent)와 적어도 하나의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paging foreign agent)로 구성되

어 상기 모바일 노드와 홈 에이전트와의 상호 통신을 중계하는 포린 에이전트(foreign agent)를 포함하는 조합 모바

일 IP 시스템을 이용한 모빌리티 관리방법에 있어서,

상기 모바일 노드가 상기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의 한 페이징 영역에서 다른 페이징 영역으로 이동하는 단계;

상기 모바일 노드에서 상기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로 로컬 등록 요청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페이징 포린 에이전트가 상기 모바일 노드로 로컬 등록 응답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조합 모바일 IP 시스템을 이용한 모빌리티 관리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되는 모바일 노드는 아이들 모드(idle mode)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합 모바일 IP 시스

템을 이용한 모빌리티 관리방법.

도면



등록특허  10-0459183

- 9 -

도면1

도면2

도면3



등록특허  10-0459183

- 10 -

도면4

도면5

도면6



등록특허  10-0459183

- 11 -

도면7

도면8

도면9



등록특허  10-0459183

- 12 -

도면10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도면9
	도면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