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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차세대 인터넷망에서 지역 앵커 포인트를 사용하여 이동노드의 이동성을 제공하는 방법 및 시스템

(57) 요약

본 발명은 모바일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6(Mobile Internet Protocol version 6: MIPv6) 기반에서 이동성을 관리하는 시

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앵커 포인트 기능을 구비하는 억세스 라우터들을 사용하여 지역 모빌리티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이동성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노드와 상기 이동노드의 주소를 관리하는 홈 에이젼트와 상기 이동노드와

통신하고 있는 상대노드들로 구성되는 차세대 인터넷 망에서, 이동노드가 현재 위치한 현재 억세스 라우터로부터 의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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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획득하고, 상기 이동노드가 이전에 위치했던 억세스 라우터들 중에 앵커포인트로서 기능할 수 있는 억세스 라우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고, 상기 앵커포인트로서 기능할 수 있는 억세스 라우터를 지역 앵커 포인트로 설정하고, 상기 지역

앵커 포인트에서 획득한 의탁주소와 상기 의탁주소를 각각 지역 앵커포인트 주소와 최종 의탁주소로 바인딩하여 상기 지

역 앵커포인트에 등록하고, 상기 지역 앵커포인트가 상기 이동노드를 목적지로 전송되는 패킷들을 가로채어 상기 이동노

드의 최종 의탁주소로 터널링함으로써 이동노드의 이동성을 지원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 노드의 주소를 관리하는 홈 에이전트와 복수의 억세스 라우터를 구비한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상기 이동 노드의 이동

성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 노드가 제1 억세스 라우터내에 있을 때 상기 제1 억세스 라우터로부터 의탁주소를 할당받는 과정과,

상기 이동 노드는 상기 제1 억세스 라우터가 지역 앵커 포인터 기능을 제공하는지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제1 억세스 라우터가 지역 앵커 포인터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상기 제1 억세스 라우터로부터 제2 억세스 라우터로

이동하는 이동 노드가 상기 제2 억세스 라우터로부터 할당된 의탁주소를 상기 제1 억세스 라우터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성 제공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억세스 라우터가 지역 앵커 포인터 기능을 제공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은,

상기 제1 억세스 라우터로부터 제2 억세스 라우터가 미리 결정된 거리내에 위치함을 판단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이동성 제공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억세스 라우터로부터 의탁주소를 할당받는 과정은,

상기 제1 억세스 라우터에 할당된 의탁주소를 획득하는 단계와,

홈 주소와 상기 제2 억세스 라우터로부터 할당된 의탁주소를 가지는 바인딩 업데이트를 상기 홈에이전트로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성 제공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제2 억세스 라우터로부터 할당된 의탁주소를 수신한 제1 억세스 라우터가 상기 수신된 제2 억세스 라우터의 의탁주소와

자신의 제1 억세스 라우터의 주소를 바인딩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성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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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억세스 라우터로부터 할당된 의탁주소 및 상기 제2 억세스 라우터로부터 할당된 의탁주소는 각각 상기 지역 앵

커 포인터의 주소 및 최종 의탁주소로 설정되어 상기 지역 앵커 포인트에 등록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성 제공 방법.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지역 엥커 포인트는 상기 이동노드를 목적지로 하여 전송되는 패킷 데이터를 가로채어 상기 최종 의탁주소로 터널링

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성 제공 방법.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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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이동 노드의 주소를 관리하는 홈 에이전트와 상기 이동 노드가 이동 가능한 복수의 억세스 라우터를 구비한 네트워크 시스

템에서, 제2 억세스 라우터에서 제1 억세스 라우터로 이동한 이동 노드의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이동노드에게 제 1 의탁주소를 할당하는 제 1 억세스 라우터와,

상기 제2 억세스 라우터가 지역 앵커 포인터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여 지역 앵커 포인터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경우

상기 제1 의탁주소를 포함한 바인딩 메시지를 상기 제2 억세스 라우터로 전송하는 이동 노드로 제2 의탁주소를 할당하고

상기 이동 노드로부터 바인딩 메시지를 수신시 상기 제1 억세스 라우터의 제1 의탁주소와 상기 할당된 제2 의탁주소를 바

인딩하는 제2 억세스 라우터를 포함하는 이동성 지원 시스템.

청구항 21.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노드로부터 바인딩 메시지를 수신시, 상기 바인딩 메시지에 포함된 의탁주소를 홈 주소와 바인딩하고, 상대 노드

로부터 패킷 데이터 수신시 상기 바인딩된 주소를 목적지 주소로하여 상기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는 홈 네트워크를 더 포함

하는 이동성 지원 시스템.

청구항 22.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노드는 상기 제2 억세스 라우터가 지역 앵커 포인터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상기 제1 억세스 라

우터로부터 미리 설정된 거리내에 위치된 제2 억세스 라우터인지를 판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성 지원 시스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노드가 제1 억세스 라우터로부터 바인딩 업데이트의 성공을 알리는 바인딩 응답을 수신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성 제공 방법.

청구항 26.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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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동 노드는 상기 제1 억세스 라우터가 지역 앵커 포인터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상기 바인딩 업데이트를 실패한

경우, 상기 제2 억세스 라우터로부터 할당된 의탁주소를 가지는 바인딩 업데이트를 상기 홈 에이전트로 전송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성 제공 방법.

청구항 2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노드가 상기 제1 억세스 라우터내에 있을 때 상기 제1 억세스 라우터로부터 할당된 의탁주소를 상대 노드로 전

송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성 제공 방법.

청구항 28.

이동 노드의 주소를 관리하는 홈 에이전트와 상기 이동 노드가 이동 가능한 복수의 억세스 라우터를 구비한 네트워크 시스

템에서, 상기 이동노드가 홈 네트워크에서 외부 네트워크로 이동하는 경우 상대노드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 노드가 홈 네트워크에서 외부 네트워크로 처음 이동한 경우 제1 억세스 라우터로부터 할당된 의탁주소를 획득

하는 과정과,

상기 제1 억세스 라우터에 지역 앵커 포인트 기능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지역 앵커 포인트 기능이 있는 경우 상기 제1 억세스 라우터를 최초 지역 앵커 포인트로 설정하고 상기 제1 억세스 라

우터로부터 할당된 의탁주소를 가지는 바인딩 업데이트를 상기 홈 에이전트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유지 방법.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지역 앵커 포인트 기능이 없는 경우 상기 최초 지역 앵커 포인트를 널로 설정하고 상기 제1 억세스 라우터로부터 할

당된 의탁주소를 가지는 바인딩 업데이트를 상기 홈 에이전트로 전송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유지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모바일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6(Mobile Internet Protocol version 6: MIPv6)) 기반에서 이동성을 관리하는 시

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앵커 포인트 기능을 구비하는 억세스 라우터들을 사용하여 지역 모빌리티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고품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특히 휴대용 컴퓨터나 PDA와 같

은 이동 단말기들의 성능 향상과 무선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사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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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소 체계인 IP 주소는 네트워크 식별자 필드와 호스트 식별자 필드로 구성된다. 네트워크 식별자 필드는 네트워

크, 즉 망을 구분하기 위한 부분이고, 호스트 식별자 필드는 한 네트워크 내에서 호스트를 구분하기 위한 부분이다. 이동

단말기가 다른 망으로 이동하면 네트워크 식별자가 달라지고 따라서 이동 단말기의 IP 주소가 달라지게 된다. IP 계층에서

패킷들은 목적지 주소의 네트워크 식별자에 따라 라우팅되기 때문에 이동 단말이 다른 네트워크로 이동한 경우에는 패킷

을 받을 수 없다. 다른 망에서도 통신을 계속하고 싶다면 망을 옮길 때마다 IP 주소를 그 망의 네트워크 식별자를 갖도록

바꾸어 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TCP 연결 등의 상위계층 연결이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의 주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신을 가능하기 하기 위해 이동성을 보장할 수 있는 Mobile IP라는 프로토콜이 사용된다.

한편 지금과 같은 무선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추세라면 기존의 IPv4의 주소체계로는 늘어나는 IP 주소 요구량을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현재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로 주목받고 있는 IPv6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이동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MIPv6의 기본동작은 다음과 같다. 이동노드가 한 홈 망에서 외부 망으로 이동하면 이동노드(Mobile Node:MN)는 현재

위치한 서브넷의 에이젼트로부터 의탁주소(Care-Of Address:CoA)를 획득한다. 또한 이동노드가 외부의 한 서브넷에서

다른 서브넷으로 이동할 때도 이동노드는 새로운 서브넷으로부터 새로운 의탁주소를 획득한다. 이동노드는 홈 주소와 상

기 CoA를 바인딩하여 홈 망의 홈 에이젼트와 자신이 통신하고 있는 상대 노드(Corresponding Node:CN)들에게 등록한

다. 이후 상대 노드들은 상기 이동노드로 전송하고자 하는 패킷의 목적지를 상기 CoA로 설정하고 상기 패킷을 상기 이동

노드로 전송한다. 홈 망의 홈 에이젼트는 원래의 홈 주소를 목적지로 사용하여 상기 이동노드로 전송되는 패킷을 가로채어

이동노드에게 터널링한다.

만약 이동노드가 홈 에이젼트나 상대 노드들과 지리적으로 또는 토폴로지(Topology)상으로 거리가 먼 경우에는 바인딩

업데이트(Binding Update)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난다. 상기 바인딩 업데이트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에는 이동노드로 전

송되어야 할 패킷들이 이전 억세스 라우터에서 소실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Localized Mobility

Management(LMM)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LMM은 이동노드가 새로운 서브넷으로 이동하더라도 홈 에이젼트나 상대

노드에 등록된 바인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패킷이 상기 이동노드로 라우팅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즉, 이동노드

의 홈 에이젼트나 상대노드들에게 보이는 이동노드의 IP 주소는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노드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

는 방법이다.

상기 LMM 조건을 만족하는 종래기술로는 계층적 MIPv6(Hierachical MIPv6:HMIPv6)가 제안된 바 있다. HMIPv6에서

는 이동 앵커 포인트(Mobile Anchor Point:MAP)라는 새로운 노드가 정의된다. MAP은 이동노드가 방문한 도메인 내에

위치하는 라우터로서, 계층적 구조의 라우터들 중 어느 계층에도 위치될 수 있다.

MAP은 자신에게 등록되어 있는 이동노드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모든 패킷들을 가로채고, 이동노드의 현재 의탁주소, 즉

on-line CoA(LCoA)로 바로 터널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동노드는 새로운 MAP 도메인으로 이동하는 경우 상기 새로

운 MAP으로부터 획득한 지역 또는 지역 의탁주소인 Reigonal CoA(RCoA)와 자신의 홈 주소를 상대 노드들이나 홈 에이

젼트에 바인딩 등록한다. 그러나 이동노드가 MAP 도메인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상기 이동노드는 상대 노드들이나 홈 에

이젼트에 바인딩 업데이트하지 않고 MAP에만 RCoA와 LCoA를 바인딩 업데이트 한다.

MAP 도메인의 경계는 MAP 정보를 접속된 이동노드들에게 광고하는 억세스 라우터들에 의해 정의된다. 도 1은 종래의

하나의 MAP 도메인의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일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MAP(101)은 복수개의 억세스 라우터들

(Router:R)(103)과 연결되고, 각 억세스 라우터들(103)은 다시 하나 또는 복수개의 억세스 라우터들(Acess Router:AR)

(105)과 연결된다. 상기 억세스 라우터들(105)은 상기 MAP(101)의 정보를 MAP 옵션 메시지를 통해 접속된 이동노드들

에게 광고한다. 상기 MAP 개념의 도입으로 두 억세스 라우터들 사이의 핸드오프에 기인하는 대기시간이 최소화되었다.

또한 상기 MAP은 MIPv6에서 지역 도메인 외부로 송수신되어야 하는 신호를 감소시키고 이동노드의 핸드오프를 원활화

하는 이점이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MAP은 계층적 구조의 라우터 또는 억세스 라우터들 중 어느 계층에도 위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일

단 MAP의 위치가 결정되면 MAP의 하위계층에 위치하는 억세스 라우터들만이 상기 MAP을 앵커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

다. 즉, 상기 HMIPv6는 고정된 계층적 네트워크 토폴로지에서만 구현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종래의 HMIPv6와

같이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제한을 받지 않고 LMM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또한 상기와 같은 계층적 네트워크 토폴로지에서는 이동노드가 MAP 도메인에서 하위 계층의 억세스 라우터에 접속된 경

우 상기 이동노드에 전송되는 패킷이 터널되는 길이가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다. 터널 길이가 길어진다는 것은 이동노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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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되는 패킷의 캡슐화(Encapsulation)와 역캡슐화(Decapsulation)가 여러번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로

인하여 패킷의 전송시간이 지연되고 터널링을 하는 라우터들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터널 길이가 지나치

게 길어지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LMM 구현 방법이 요구된다.

한편 상기 HMIPv6는 이동노드가 RCoA를 획득하는 방법에 따라 기본 모드(Basic Mode)와, 확장모드(Extended Mode)

로 나뉘어진다. 기본 모드(Basic Mode)는 RCoA를 MAP 옵션으로 방송되는 MAP의 서브넷 접두어(Prefix)와 이동노드의

인터페이스 식별자로부터 형성한다. 확장 모드(Extended Mode)는 MAP의 인터페이스들 중 하나에 부여된 RCoA를 이동

노드이 MAP 옵션을 통해 수신하여 그대로 사용한다. 어느 모드에서나 이동노드는 LCoA와 RCoA를 모두 획득하여야 한

다. 특히 이동노드가 RCoA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MAP 옵션이 각 라우터들로부터 광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RCoA 획득 절

차는 네트워크 운영상의 오버헤드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RCoA 획득절차로 인한 오버헤드를 감소시키는 것이 요구된

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제한을 받지 않고 LMM 조건을 만족하는 MIPv6를 구현하기 위한 장치와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앵커포인트를 사용하는 MIPv6에서 패킷이 터널되는 길이가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앵커포인트를 사용하는 MIPv6에서 지역 의탁주소의 획득절차로 인한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이동성 서비스를 지원하는 호스트인 이동노드와 상기 이동노드의 주소를 관

리하는 홈 에이젼트와 상기 이동노드와 통신하고 있는 상대노드들로 구성되는 차세대 인터넷 망에서, 이동노드가 현재 위

치한 현재 억세스 라우터로부터 의탁주소를 획득하고, 상기 이동노드가 이전에 위치했던 억세스 라우터들 중에 앵커포인

트로서 기능할 수 있는 억세스 라우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고, 상기 앵커포인트로서 기능할 수 있는 억세스 라우터를 지

역 앵커 포인트로 설정하고, 상기 지역 앵커 포인트에서 획득한 의탁주소와 상기 의탁주소를 각각 지역 앵커포인트 주소와

최종 의탁주소로 바인딩하여 상기 지역 앵커포인트에 등록하고, 상기 지역 앵커포인트가 상기 이동노드를 목적지로 전송

되는 패킷들을 가로채어 상기 이동노드의 최종 의탁주소로 터널링함으로써 이동노드의 이동성을 지원하는 방법을 제공한

다.

또한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이동노드의 이동성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노드와,상기 이동노드에 제

1 의탁주소를 부여하고 목적지를 상기 제 1 의탁주소로 설정한 패킷을 상기 이동노드로 전송하는 제 1 억세스 라우터와,

제 1 바인딩 메모리를 구비하고, 상기 이동노드에 제 2 의탁주소를 부여하고 상기 이동노드가 상기 제 1 억세스 라우터에

위치한 경우에는 상기 제 2 의탁주소와 상기 제 1 의탁주소를 지역 의탁주소와 최종 의탁주소로 상기 바인딩 메모리에 등

록하고, 상기 지역 의탁주소를 목적지로 설정하여 상기 이동노드로 전송되는 패킷을 가로채고 상기 이동노드로 터널링하

는 제 2 억세스 라우터와, 제 2 바인딩 메모리를 구비하고, 상기 이동노드가 상기 제 1 억세스 라우터에 위치한 경우에는

상기 이동노드의 홈주소와 상기 지역 의탁주소를 상기 바인딩 메모리에 등록하고, 패킷의 목적지를 상기 지역 의탁주소로

설정하고 상기 이동노드로 전송하는 상대노드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차세대 인터넷망에서 이동노드의 이동성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발명의 구성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도면들 중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

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참조번호들 및 부호들로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본 발명은 LMM 조건을 충족하는 MIPv6으로서 지역 앵커 포인트(Regional Anchor Point)를 사용하는 Regional MIPv6

(RMIPv6)의 개념을 제안한다. 지역 앵커 포인트(Regional Anchor Point)는 억세스 라우터들 중에서 이동노드를 위한 앵

커 포인트 역할을 하는 억세스 라우터로서, HMIPv6에서 사용되는 MAP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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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노드가 다른 억세스 라우터로 이동하면 현재의 억세스 라우터나 이전의 억세스 라우터들 중 하나가 RAP으로 설정된

다. 상기 RAP은 바인딩 캐쉬를 구비하고, 상기 바인딩 캐쉬에 이동노드의 LCoA와 RCoA를 바인딩하여 등록한다. 여기서

HMIPv6에서와 유사하게 LCoA는 이동노드의 현 위치를 나타내는 의탁주소이고, RCoA는 앵커포인트를 나타내는 의탁주

소이다. 상기 RAP은 상기 바인딩 캐쉬의 바인딩 엔트리가 소멸될 때까지 상기 이동노드를 목적지로 하는 패킷을 가로채어

상기 LCoA로 터널링한다.

이와 같은 개념을 적용하여 MIPv6 구현방법을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상기 네트워크 토폴로지상에서 억세스 라우

터(Access Router: 이하 AR이라고 함) 1(10)과 AR 4(40)는 앵커 포인트, 즉 RAP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도 3은 상기 도 2

와 같은 토폴로지를 가지는 네트워크에서 이동노드가 AR 1(10)부터 AR 5(50)까지 순차적으로 이동한다고 가정할 때,

MIPv6를 구현하는 방법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1010단계에서 이동노드가 홈 에이젼트(70)로부터 외부 네트워크의 AR 1(10)으로 이동한다. 이동노드는 AR1(10)의 에이

젼트 광고(Agent Advertisement)를 듣고 AR1에서 사용할 의탁주소인 CoA1을 획득한다. 한편 이동노드는 AR1(10)이

RAP으로 동작할 수 있는지를 검사한다.

1012단계에서 이동노드는 상기 CoA1을 가지고 홈 에이젼트(70)에 바인딩 업데이트(Binding Update:BA)를 보낸다. 한편

1013단계에서 이동노드는 자신과 통신하고 있는 상대노드(Corresponding Node:CN)(60)들에게도 상기 CoA1을 가지고

바인딩 업데이트를 보낸다. 즉, 상기 홈 에이젼트(70)와 상대노드(60)들은 내부의 바인딩 캐쉬에 상기 CoA1과 상기 이동

노드의 홈 주소를 바인딩하여 등록한다. 바인딩 업데이트된 상대노드(60)들은 상기 이동노드를 목적지로 하는 패킷을 상

기 CoA1으로 바로 전송한다. 또한 상기 홈 에이젼트(70)는 상기 상대노드가 이동노드로 패킷을 보낼 때 상기 이동노드의

홈 주소를 목적지로 하는 패킷을 가로채어 상기 CoA1으로 바로 터널링한다.

이제 1020단계에서 이동노드는 다시 AR2(20)로 이동한다. 1021단계에서 이동노드는 AR2(20)로부터 에이젼트 광고를

듣고 AR2(20)에서 사용할 CoA2를 획득한다. 또한, 이동노드는 이전 AR인 상기 AR1(10)이 RAP 기능을 제공하는지를 검

사한다. 이때 이동노드는 AR1(10)의 RAP기능 존재 여부 뿐만 아니라 AR1(10)과 AR2(20)가 일정 거리 범위이내에 위치

하는지도 검사한다. 여기서 두 AR들 사이의 거리 범위에 제한을 두는데, 이는 것은 거리가 먼 AR를 RAP으로 사용함으로

써 터널링 길이가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본 명세서에서는 두 AR들 사이의 거리는 홉 카운트(Hop

Count)를 기준으로 결정되고 RAP으로 사용될 수 있는 두 AR들 사이의 거리 범위의 한계는 3 홉이다. 그러나 두 라우터들

사이의 실제 거리나 그 외 다른 방법이 사용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도 2의 네트워크 토폴로지에서 AR1(10)은

RAP기능을 가지고 있고, AR1(10)과 AR2(20)간의 거리는 1홉이므로 AR2(20)의 이동노드는 상기 AR1(10)을 RAP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AR1(10)을 다른 RAP 기능을 가지는 AR들과 구분하기 위해 RAP1로 나타낸다.

한편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로서 AR2에 위치한 이동노드는 AR1이 RAP기능을 제공하더라도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MIPv6를 사용하지 않고 통상의 MIPv6에서 정의하는 방법으로 동작하도록 구현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1022단계에서 이동노드는 상기 CoA1을 RCoA로, 상기 CoA2를 LCoA로 설정하고 상기 RAP1에 등록한다. 즉, 이동노드

가 RAP1으로부터 획득한 의탁주소인 CoA1은 RAP1 도메인 내에서 상기 이동노드에 대한 지역 의탁 주소인 RCoA1으로

사용된다. 한편 이동노드는 AR2(20)가 RAP으로 동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1023-10단계에서 RAP1으로 동작하는

AR1(10)은 CoA1과 CoA2를 이동노드를 위한 RCoA와 LCoA로 바인딩 업데이트를 수행하고 바인딩 응답(Binding

Acknowledgement: BA)을 상기 이동노드로 전송한다. 이에 따라 AR1(10)은 이동노드를 위한 RAP으로 동작을 수행한

다.

그러나 이동노드가 AR1(10)으로부터 바인딩 응답(BA)을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 이동노드는 MIPv6에 정의한 바와 같이

동작한다. 즉, 이동노드는 1023-20 및 1023-21 단계들에서 CoA2를 CoA로 하여 홈 에이젼트(70)와 상대노드(60)들에

각각 바인딩 업데이트를 보낸다. 상기 이동노드가 상기 AR1(1)로부터 바인딩 업데이트(BU)를 거부하는 코드(Deny

Code)를 포함하는 바인딩 응답(BA)을 수신하거나 그 외 바인딩 업데이트(BU)에 성공하지 못한 모든 경우 이동노드는 상

기 1023-20 및 1023-21 단계들을 수행한다. 상기 Deny Code는 MIPv6의 규정을 따른다.

2010단계에서 이동노드는 다시 AR3(30)으로 이동한다. 2011단계에서 이동노드는 AR3(30)의 에이젼트 광고를 듣고

AR3(30)에서 사용할 CoA3을 획득하고, AR1(10)을 RAP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도 2의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서 AR1(10)은 AR3(30)로부터 4홉 거리이므로 거리 범위를 벗어나고, AR3(30)에 위치하는 이동노드는 AR1(10)을 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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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이동노드는 RAP 기능을 지원받지 못하므로, 통상적인 MIPv6에 정의된 바와 같이 동작한

다. 따라서 이동노드는 2012단계 및 2013단계에서 상기 CoA3를 CoA로 하여 홈 에이젼트(70)와 상대노드(60)들에 상기

CoA3와 자신의 홈 주소를 바인딩 등록한다. 한편, 이동노드는 AR3(30)에 RAP 기능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한다.

이동노드는 3010단계에서 AR3(30)으로부터 AR4(40)으로 다시 이동한다. 이동노드는 AR4(10)의 에이젼트 광고를 듣고

AR4에서 사용할 의탁주소인 CoA4을 획득하고, AR3(30)을 RAP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여기서 AR3

(30)에는 RAP 기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동노드는 AR3을 RAP으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3012단계 및 3013단계에

서 이동노드는 상기 CoA4를 CoA로 설정하고 홈 에이젼트(70)와 상대노드(60)들에게 바인딩 업데이트를 전송한다. 한편

이동노드는 상기 AR4에 RAP 기능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3020단계에서 이동노드는 AR5(50)로 이동한다. 3021단계에서 이동노드는 AR5(50)에서 사용할 CoA5를 획득하고, 이전

AR인 상기 AR4(40)을 RAP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사한다. 도 2에서 AR4(40)에는 RAP기능이 존재하고, AR4(40)와

AR5(50)간의 거리는 2홉이므로 AR5(50)에 위치한 이동노드는 상기 AR4(40)을 RAP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AR4

(40)을 RAP1과 구분하기 위하여 RAP2로 나타낸다.

3022단계에서 이동노드는 상기 CoA4를 RCoA로, 상기 CoA5를 LCoA로 설정하고 상기 RAP2에 등록한다. 한편 이동노

드는 AR5(50)가 RAP으로 동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3023-10단계에서 RAP으로 동작하는 AR4(40)은 CoA4과

CoA5를 이동노드를 위한 RCoA와 LCoA로 바인딩 업데이트를 수행하고 바인딩 응답(BA)을 상기 이동노드로 전송한다.

이에 따라 AR4(40)은 이동노드를 위한 RAP으로 동작을 수행한다.

그러나 만약 이동노드가 AR4(40)로부터 바인딩 응답(BA)을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동노드는 MIPv6에 정의한 바와

같이 동작한다. 즉, 이동노드는 3023-20 및 3023-21 단계에서 CoA5를 CoA로 하여 홈 에이젼트(70)와 상대노드(60)들

에 각각 바인딩 업데이트를 보낸다.

지금까지 RAP을 사용하는 MIPv6의 개념이 도 2 및 도 3을 참조하여 설명되었다.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MIPv6은 종래의

HMIPv6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첫째, MIPv6는 네트워크 토폴로지 계층과 무관하게 RAP을 구현함으로써 종

래의 HMIPv6와 달리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제한을 받지 않고 LMM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둘째, 일정 거리범위 내에 위

치한 AR만을 RAP으로 사용함으로써 터널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이전의 AR에서 획득한

CoA를 RCoA로 사용함으로써 RCoA 획득으로 인한 오버헤드를 제거할 수 있다.

<표 1>은 이동노드가 상기 도 3과 같은 순서로 억세스 라우터들 사이에서 순차적으로 핸드오프하는 경우, 이동노드의 위

치에 따라 각 억세스 라우터들 및 홈 에이젼트(70)와 상대노드(60)의 바인딩 캐쉬들에 등록되는 바인딩 엔트리를 나타내

면 하기 <표 1>과 같다.

[표 1]

이동노드

위치

홈에이젼트/

상대노드

AR1(RAP1)

(LCoA:RCoA)
AR2 AR3

AR4(RAP2)

(LCoA:RCoA)
AR5

AR1 MN:CoA1 - - - - -

AR2 MN:CoA1 CoA2:CoA1:MN - - - -

AR3 MN:CoA3 - - - - -

AR4 MN:CoA4 - - - - -

AR5 MN:CoA4 - - - CoA5:CoA4:MN -

도 4 내지 도 6은 RMIPv6를 구현하기 위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이동노드에서 수행되는 절차들을 구체적으

로 도시하는 도면이다. 구체적으로 도 4는 이동노드가 홈 네트워크에서 외부 네트워크(ARi)로 처음 이동하는 경우에 이동

노드에서 수행되는 절차들을 도시하는 순서도이고, 도 5는 두 번째 핸드오프를 하는 이동노드가 처음으로 RAP을 설정하

는 단계들을 도시하는 순서도이다. 도 6은 이동노드가 세 번째 이상의 핸드오프를 하는 경우에 이동노드에서 수행되는 절

차들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설명의 편의상 이동노드의 이동순서에 따라 상기 각 도면이 나뉘어 도시되었으나, 하나의 순서

도로 모두 포괄될 수도 있음은 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용이하게 이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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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를 참조하여 이동노드가 홈 네트워크에서 외부 네트워크(ARi)로 처음 이동하는 경우에 이동노드가 RAP을 처음으로

발견하는 절차들을 설명하기로 한다.

110단계에서 이동노드는 홈 네트워크에서 외부 네트워크(ARi)로 이동하였는지를 판단한다. 즉, 홈 에이젼트에서 외부 억

세스 라우터 ARi로의 이동여부를 판단하고, 이동한 경우 120단계에서 이동노드는 현재의 억세스 라우터 ARi로부터 의탁

주소 CoAi를 획득한다. 여기서 상기 CoAi는 통상의 스테이트풀(Stateful) 방법이나 스테이트리스(Stateless) 방법으로 획

득될 수 있다.

130단계에서 이동노드는 억세스 라우터 ARi에 RAP기능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한다. ARi가 RAP 기능을 가지는 경우 140

단계에서 이동노드는 ARi를 fRAP으로 설정한다. 그러나 ARi에 RAP이 없는 경우 141단계에서 이동노드는 fRAP을 널로

설정한다. 여기서 fRAP은 이동노드가 다른 억세스 라우터로 이동한 경우 바로 이전 억세스 라우터인 ARi를 RAP으로 사

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변수이고, 상기 이동노드가 메모리의 특정영역을 할당하여 상기 fRAP를 관리한다.

150단계에서 이동노드는 홈에이젼트와 상대노드들에게 현재 CoAi와 자신의 홈 주소를 바인딩 업데이트하도록 등록요구

하고 RAP 설정을 종료한다.

이제 도 5를 참조하여 이동노드가 상기 두 번째 핸드오프, 즉 ARj로 이동하는 경우에 이동노드에서 수행되는 절차가 설명

될 것이다.

200단계에서 이동노드가 외부 네트워크 ARj로 핸드오프하고, 이동노드는 현재의 외부 네트워크의 라우터인 ARj로부터

CoAj를 획득한다. 210단계에서 fRAP이 존재하는지, 즉, 이전 억세스 라우터가 RAP기능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fRAP이 존재하는 경우 220단계에서 상기 이전 억세스 라우터인 fRAP과 현재 억세스 라우터인 ARj간의 거리가 일정 범위

이내인지를 판단한다. RAP과 현재 이동노드와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터널 길이가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상기 fRAP이 거리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30단계에서 이동노드는 상기 fRAP에서 획득한 CoA를 RCoA로, CoAj를 LCoA

로 설정한다. 이때, 240단계에서 이동노드는 상기와 같이 설정된 RCoA와 LCoA를 fRAP에 바인딩 업데이트하고, 250단

계에서 바인딩 업데이트에 대한 응답(BA)이 상기 fRAP으로부터 수신되는지를 검사한다. 상기 BA가 수신되면, 상기

fRAP가 상기 이동노드에 대한 RAP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하므로 260단계에서 이동노드는 상기 fRAP을 현재의 앵커포인

트로 설정하기 위하여 상기 fRAP을 cRAP으로 설정하고 400단계로 진행한다. 여기서 상기 cRAP은 fRAP과 유사하게 이

동노드가 메모리의 특정영역을 할당하여 관리하는 변수이다.

400단계에서 이동노드는 현재의 억세스 라우터인 ARj가 다음에 이동한 억세스 라우터인 RAP으로 동작할 수 있는지를 판

단한다. 여기서 상기 판단과정은 다음 억세스 라우터에서 현재 앵커포인트인 cRAP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현재 억세스 라

우터인 ARj가 앵커포인트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400단계에서 판단한 결과가 ARj에 RAP 기능이

존재하는 경우 410단계에서이동노드는 ARj를 fRAP으로 설정하고 420단계에서 RAP 설정 절차를 종료한다. 그러나 ARj

에 RAP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411단계에서 이동노드는 fRAP을 널로 설정한다.

한편, 상기 210단계에서 fRAP이 널이거나, 즉 이전 억세스 라우터에 RAP 기능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220단

계에서 RAP 기능이 있는 이전 억세스 라우터와 현재 억세스 라우터(ARj)간의 거리가 너무 먼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이

전 억세스 라우터로부터 RAP 기능을 제공받을 수 없다. 또한, 250단계에서 fRAP으로부터 BA를 수신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동노드는 이전 억세스 라우터로부터 RAP 기능을 제공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310단계로 진행하고, 홈 에

이젼트와 상대 노드에 CoAj를 가지고 바인딩 업데이트를 하여 통상의 MIPv6에 정의된 방법으로 동작한다.

다음으로 상기 도 6을 참조하여 이동노드가 세 번째로 핸드오프한 경우, 즉 ARk로 이동한 경우의 이동노드의 동작을 설명

하기로 한다.

500단계에서 이동노드가 다른 외부 네트워크로 이동하고, 이동노드는 상기 외부 네트워크의 라우터인 ARk로부터 CoAk

를 획득한다.

510단계에서 이동노드는 cRAP 즉, 현재 앵커 포인트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엥커 포인트가 존재하는 경우 520단

계에서 상기 cRAP과 현재 억세스 라우터인 ARk간의 거리가 일정 범위 이내인지를 판단한다. 이러한 판단은 cRAP과 현

재 이동노드와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터널 길이가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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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단계에서 판단한 결과가 상기 cRAP이 거리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610단계에서 이동노드는 RCoA를 상기 cRAP

에서 획득한 의탁주소인 CoA로, LCoA를 CoAk로 설정한다. 620단계에서 이동노드는 상기와 같이 설정된 RCoA와 LCoA

를 cRAP에 바인딩 업데이트하고 900단계로 진행한다.

반면, 520단계에서 판단한 결과가 상기 cRAP이 존재하지 않거나 거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710단계로 진행

하고, 이전 억세스 라우터를 앵커 포인트로 사용가능한지를 판단한다. 즉, fRAP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한다.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fRAP가 존재하는 경우 720단계에서 상기 fRAP와 현재 억세스 라우터인 ARk간의 거리가 일정 범위 이내인지

를 판단한다. 판단한 결과가 상기 fRAP이 거리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730단계에서 이동노드는 RCoA를 fRAP에서 획

득한 CoA로, LCoA를 CoAk로 설정한다. 740단계에서 이동노드는 상기와 같이 설정된 RCoA와 LCoA를 fRAP에 바인딩

업데이트하고, 750단계에서 바인딩 업데이트에 대한 응답(BA)이 상기 fRAP으로부터 수신되는지를 검사한다. 이때, 상기

BA가 수신되면, 상기 fRAP가 상기 이동노드에 대한 RAP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이동노드는 760단계에서 상

기 fRAP을 새로운 cRAP으로 설정하고 900단계로 진행한다. 이때 이전 cRAP의 바인딩 등록은 해제되어야 하므로, 이동

노드는 바인딩 업데이트 메시지의 lifetime 필드를 0으로 설정하여 이전 cRAP으로 전송한다.

900단계에서 이동노드는 현재의 억세스 라우터인 ARk가 다음에 이동한 억세스 라우터에서의 RAP으로 동작할 수 있는지

를 판단한다. 판단한 결과가 ARk에 RAP 기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910단계에서 fRAP을 ARk로 설정하고 920단계에서

RAP 설정 절차를 종료한다. 그러나 ARk에 RAP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911단계에서 fRAP을 널로 설정한다.

한편 상기 710단계에서 fRAP이 널이거나, 즉 이전 억세스 라우터에 RAP 기능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720단계

에서 RAP 기능이 있는 이전 억세스 라우터와 현재 억세스 라우터(ARk)간의 거리가 너무 먼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이전

억세스 라우터으로부터 RAP 기능을 제공받을 수 없다. 또한, 750단계에서 fRAP으로부터 BA를 수신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동노드는 이전 억세스 라우터로부터 RAP 기능을 제공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이동노드는 810단계로 진행하

고, 홈 에이젼트와 상대 노드에 CoAk를 가지고 바인딩 업데이트를 한다. 이때 이동노드는 바인딩 업데이트 메시지의

lifetime 필드를 0으로 설정하여 cRAP으로 전송하여 cRAP에 등록되어 있는 바인딩을 해제한다. 그러나 510단계에서

cRAP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cRAP에 등록을 취소할 필요가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도 7은 도 3과 같이 구축된 MIPv6 기반의 네트워크 상에서 본 발명의 일실시예로서 AR5에 접속된 이동노드(51)로의 패

킷 전송 흐름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특히 도 7은 루트 최적화(Route Optimization)가 수행되기 전 상태에서 상대노드(60)

로부터 이동노드(51)까지의 패킷 흐름을 도시한다. 즉, 이동노드(51)에 대한 바인딩이 아직 상대노드(60)에서 설정되지 않

고, 이동노드(5)에 대한 패킷이 홈 에이젼트(70)를 거쳐 전송되는 방식의 패킷 흐름을 도시한다.

이동노드(51)에 패킷을 전송하고자 하는 상대노드(60)는 701단계에서 패킷헤더의 소스를 상대노드(60)로, 목적지를 이동

노드(51)로 설정하여 이동노드(51)로 전송한다. 703단계에서 홈 에이젼트(70)는 상기와 같이 자신이 관리하는 이동노드

(51)를 목적지로 하여 전송되는 패킷을 가로챈다. 홈 에이젼트(70)는 소스를 홈 에이젼트(70)로, 목적지를 RCoA로 상기

패킷의 외부 헤더를 캡슐화하고 상기 패킷을 RAP2(40)로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RCoA는 이동노드(51)가 RAP2인 AR4

로 이동할 때, 상기 이동노드(51)의 요구에 의해 이미 상기 홈 에이젼트(70)에 상기 이동노드의 홈 주소와 바인딩 등록되어

있는 RAP2(40)의 CoA인 CoA4이다.

705단계에서 RAP2(40)는 상기 패킷을 수신한다. 상기 RAP2(40)는 수신된 패킷의 외부 헤더를 제거하고, 목적지를

LCoA로, 소스를 RCoA로 헤더를 다시 캡슐화한 후, 707단계에서 이동노드(51)가 접속된 AR5를 거쳐 이동노드(51)로 터

널링한다. 여기서 상기 LCoA와 RCoA는 이동노드(51)가 AR5로 이동할 때, 상기 RAP2(40)에 바인딩 업데이트 된 것이

다.

도 8은 상대노드(60)에 대한 루트 최적화가 완료된 후에 상대노드(60)로부터 이동노드(51)로 전송되는 패킷의 흐름을 도

시하는 도면이다. 801 단계에서 상대노드(60)는 패킷 헤더의 소스를 상대노드로, 목적지를 이동노드의 CoA로 설정하고,

상기 이동노드(51)의 홈 주소를 라우팅 헤더에 첨부하고, 상기 패킷을 이동노드(51)로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목적지인 이

동노드의 CoA는 현재 이동노드(51)의 RCoA, 즉 이동노드(51)가 RAP2(40)로 이동할 때 이동노드(51)의 홈주소와 함께

상대노드(60)에 바인딩 업데이트된 의탁주소인 CoA4이다. 803단계에서 RAP2(40)는 상기 패킷을 가로채고, 상기 패킷

헤더의 목적지를 상기 이동노드(51)의 LCoA로, 소스를 RAP의 주소로 설정한다. 여기서 LCoA는 이동노드(51)가 현재 위

치하고 있는 AR5(50)로부터 획득한 CoA5이고, RCoA는 상기 RAP2(40)에서 획득한 CoA4이다. 상기 도 7과 달리, 루트

최적화 후에는 상대노드(60)로부터의 패킷은 홈 에이젼트(70)를 거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805단계에서 상기 패킷은 다

시 AR5(50)를 거쳐 상기 이동노드(51)로 터널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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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계층성의 제한을 받지 않는 앵커 포인트를 사용하여 MIPv6를 구현함으로써 HMIPv6의 단점

인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고정성을 극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일정 거리범위 내에 위치한 억세스 라우터만을 앵커

포인트로 사용함으로써 터널 길이가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전의 억세스 라

우터에서 획득한 의탁주소를 지역 의탁주소인 RCoA로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RCoA 획득으로 인한 오버헤드를 제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하나의 MAP 도메인의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일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나타내는 도면

도 3은 상기 도 2와 같은 토폴로지를 가지는 네트워크에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RMIPv6를 구현하는 방법을 도시하

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이동노드가 홈 네트워크에서 외부 네트워크로 처음 이동하는 경우에 이동노드에서 수

행되는 절차들을 도시하는 순서도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일실시예에 따른 두 번째 핸드오프를 하는 이동노드에서 RAP을 설정하는 방법을 도시하는 순서도

도 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세 번째 이상의 핸드오프를 하는 이동노드에서 수행되는 절차들을 도시하는 순서도

도 7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루트 최적화가 수행되기 전의 패킷 전송 흐름을 도시하는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루트 최적화가 수행된 후의 패킷 전송 흐름을 도시하는 도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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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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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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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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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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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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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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