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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동망환경에서의 자원예약 시스템 및 자원예약 방법

요약

이동망 환경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자원예약 시스템 및 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에 따르는 자원예약 시스템은,

이동노드, 외부망에 속하는 통신상대노드와 이동노드 사이의 통신을 중개하는 라우터, 및 라우터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복

수의 인접라우터를 구비한 이동망환경의 자원예약 시스템에 있어서, 이동노드가 핸드오프하는 경우에 이동노드로부터

FREE초기화메세지가 수신되면 복수의 인접라우터에 새로운 경로의 개설을 위한 경로요청메세지를 전송하는 관리자를 포

함한다. 여기서, 이동노드가 복수의 인접라우터 중의 어느 하나의 통신영역에 도달된 경우, 관리자는 전송된 경로요청메세

지에 따라 통신영역의 인접라우터를 통한 이동노드와 관리자 사이의 새로운 경로를 개설한다. 이로써, 관리자는 새로운

RSVP 경로의 설립과 이전 RSVP 경로의 해제를 동시에 수행하여 자원이 이중으로 예약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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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VP, RSVP-MP, MRSVP, CORP, 자원예약, 자원해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기술에 따른 MRSVP 방식에 의해 자원을 미리 설립하는 경로를 표시한 도면,

도 2는 종래의 기술에 따른 RSVP-MP 방식에 의해 주소변환 방법을 통해 새로운 자원을 설립하는 경로를 표시한 도면,

도 3은 종래의 기술에 따른 CORP 방식에 의해 가예약경로를 통한 RSVP 경로확장과 최적화예약경로를 이용한 경로확장

을 표시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자원예약 시스템의 수신자로서의 이동노드가 핸드오프하는 경우, 라우터에 대한 자원해제 및 인접

라우터에 대한 자원예약의 요구를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자원예약 시스템의 수신자로서의 이동노드가 핸드오프 한 후, 새로운 경로의 개설과 기존 경로의

해제를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도면,

도 6은 도 4 및 도 5의 이동노드의 핸드오프의 경우, 경로요청메세지의 전송시간간격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된 도면,

도 7은 도 4 및 도 5의 자원예약 시스템에 의한 자원예약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

도 8은 도 4의 자원예약 시스템의 자원이 사전예약 되는 경우의 시그널링을 나타낸 도면,

도 9는 도 5의 자원예약 시스템의 자원이 사전예약 되지 않는 경우의 시그널링을 나타낸 도면,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자원예약 시스템의 송신자로서의 이동노드가 핸드오프하는 경우, 라우터에 대한 자원해제 및 인접

라우터에 의한 자원예약의 요구를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도면,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자원예약 시스템의 송신자로서의 이동노드가 핸드오프 한 후, 새로운 경로의 개설과 기존 경로의

해제를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도면,

도 12는 도 10 및 도 11의 자원예약 시스템에 의한 자원예약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

도 13은 도 10의 자원예약 시스템의 자원이 사전예약 되는 경우의 시그널링을 나타낸 도면, 그리고

도 14는 도 11의 자원예약 시스템의 자원이 사전예약 되지 않는 경우의 시그널링을 나타낸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망 환경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자원예약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이

동망 환경에서 자원의 이중 예약 문제와 자원을 미리 예약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원의 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예약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무선 인터넷은 크게 이동성이 제한된 반면 전송 용량 및 속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Wireless LAN, B-WLL,

LMDS(Local Multipoint Distribution Service), Bluetooth와 같은 무선 고정 인터넷과, 이동성은 높으나 전송 용량 및 속

도에서 제약을 갖고 있으며 이동통신망의 세대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의 시스템을 수용하고 있는 무선 이동 인터넷으로 구

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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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이동 인터넷은 이동통신망의 발전에 따라 1세대 AMPS(Advanced Mobile Phone Service)망을 이용한

CDPD(Cellular Digital Packet Data)와 같은 초기 형태에서 제 2세대 및 2.5세대 IS-95/GSM망을 바탕으로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ME(Mobile Explorer), I-mode 등의 무선 응용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서비스가 있

다. 또한 현재 단계적으로 제 3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인 IMT-2000에 기반을 둔 ALL IP 이동망(mobile network)의 표준

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차츰 IP 기반 핵심망에서 무선접속망 및 단말기분야로 IP 기반화되어 추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

다.

현재 ALL IP 이동망은 전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차세대 이동통신망으로서 현재 북유럽을 중심으로 한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와 북미를 중심으로 한 3GPP2(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2)에서

표준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계 및 각종 포럼을 통해 많은 기술적 이슈들이 선보이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명

한 이동통신망 사업자, 단말기를 포함한 망 구성 요소를 개발하고 있는 제조업체, 인터넷에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

은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IP 패킷망요소 제조업체등이 각종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표준 및 개발을 추진하고 있

다.

ALL IP가 구현되는 이동망 환경에서 이동성을 지원하는 방식은 MIP(Mobile IP)가 사용되며, 또한 데이터 및 멀티미디어

트래픽에 대한 신뢰성있는 전송을 보장해 주는 QoS(Quality of Service)가 요구된다. 멀티미디어 트래픽에 대한 신뢰성있

는 전송을 지원하는 방식은, 주로 망의 자원을 미리 예약하는 방식이 사용되며, 이에 대한 것으로 RSVP(Resource

reSerVation Protocol)가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현재의 RSVP는 이동성 환경에 대해 고려하여 만들어진것이 아니기 때

문에, 이동성 프로토콜인 MIP가 사용될 경우 적절한 자원예약을 수행할 수가 없다.

MIP가 대두된 이후로 이동성 환경에서 자원예약을 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대표적인 프로토콜은

MRSVP(Mobile RSVP), RSVP-MP(RSVP Mobility Proxy), CORP(a method of Concatenation and Optimization for

resource Reservation Path) 등이 있다.

도 1은 종래의 기술에 따른 MRSVP 방식에 의해 자원을 미리 설립하는 경로를 표시한 도면이다. MRSVP 방식은 자원을

예약하는 상태를 패시브(passive) 예약상태와 액티브(active) 예약상태로 구분한다. 패시브 예약상태는 자원을 미리 예약

하나 사용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액티브 예약상태는 예약된 자원을 사용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동노드(Mobile Node :

MN)가 패시브 예약상태에서 액티브 예약상태로 천이하는 경우,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 액세스 라우터(access router)에

프락시 에이전트(proxy agent)를 둔다. 여기서, 이동노드(MN)는 이동망 환경에서 수시로 그 위치를 이동하며 자신의 네

트워크 접속위치를 변경시킨다. 또한, 프락시 에이전트는 이동노드(MN)가 위치한 셀(cell)에 인접한 셀을 관리하며, 트래

픽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는 특수한 예약기법을 통해 멀티캐스트 RSVP 세션에 미리 참여한다.

도면을 참조하면, 이동노드는 경로1을 통해 통신상대노드(Correspondent Node : CN)와 통신세션(session)이 개설되어

있다. 핸드오프(hand off)가 일어나는 경우, 이동노드(MN)는 주변 프락시 에이전트에 스팩 메세지를 전송한다. 여기서, 스

팩 메세지는 이동노드(MN)가 리모트 프락시 에이전트(remote proxy agent)에 전송하기 위한 플로우스펙(flow

specification), 플로우식별(flow identification) 등을 포함한다. 통신세션이 개설되지 않은 프락시 에이전트와 통신상대노

드 사이는 패시브 예약상태로 설정된다. 이동노드(MN)가 이동하는 경우, 해당되는 패시브 예약상태를 액티브 예약상태로

변환하고 이를 통해 트래픽을 전달함으로써 예약경로를 확장한다.

그런데, MRSVP 방식은 QoS 재설립의 시간지연 문제를 해결하지만, 자원이 부족한 이동망 환경에서 단말기가 이동할 주

변의 셀의 자원을 미리 예약하기 때문에 접속망에서 자원이 낭비된다. 또한, 이동노드(MN)는 통신상대노드와 통신세션이

연결되어 있는 동안, 자신이 이동할 주변의 모든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기동성 스펙(mobility specification)을 유지하고 있

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간 라우터는 패시브 예약상태에 대한 모든 상태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버헤드

(overhead)가 발생하게 되며, 이것은 구현의 확장성(scalability) 제한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이동노드(MN)가 이동

할 경우, 이전 셀에서 설립된 자원에 대해 통신세션의 신속한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통신세션에 대해 중

복된 자원(double reservation)을 유지하게 되며, 따라서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이중자원예약이 이루

어진 환경에서 핸드오프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이것은 새로운 통신세션의 자원사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도 2는 종래의 기술에 따른 RSVP-MP 방식에 의해 주소변환 방법을 통해 새로운 자원을 설립하는 경로를 표시한 도면이

다. RSVP-MP 구조는 MIP의 계층적인 이동성 관리기법(hierarchical mobility management schemes)과 상호 결합하여

사용하는 구조로서, MAP(Mobility Anchor Point) 혹은 GFA(Gateway Foreign Agent)에 RSVP-MP 에이전트를 두어

액세스 라우터의 주소 LCoA(Local Care-of-Address)와 그 외 지역의 글로벌 주소인 RCoA(Regional Care-of-

Address) 간의 주소변환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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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을 참조하면, 이동노드(MN)는 경로1을 통해 통신상대노드(CN)와 세션이 개설되어 있다. 이동노드(MN)가 핸드오프

를 하는 경우, 이동노드(MN)는 새로운 임시주소인 CoA를 할당받으며, 경로변화에 따른 자원예약의 재설립을 요구하게 된

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엔드투엔드(end-to-end) 즉, 이동노드(MN)에서 통신상대노드(CN)까지 자원의 재설립이 이루

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 자원의 재설립에 따른 시간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동노드(MN)는 제대로 QoS를 제공받

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RSVP-MP 구조는 MAP/GFA에 위치한 MP(Mobility Proxy)에서 핸드오프에 따른 엑세스 네트

워크의 LCoA를 MAP/GFA에서 통신상대노드(CN)까지 사용되는 글로벌 주소 RCoA로 변화시키므로, MAP/GFA에서 통

신상대노드(CN)까지는 RSVP 세션의 재설립을 할 필요가 없고 단지 이동노드(MN)에서 MAP/GFA까지만 RSVP 세션을

재설립하면 된다. 결국, RSVP-MP 방식은 엔드투엔드에 대한 자원예약의 재설립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RSVP 세션의

재설립에 따른 시간지연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런데, RSVP-MP 방식은, 비록 엔드투엔드에 대한 자원예약의 재설립요구가 필요하지 않기는 하지만, 여전히 자원예약

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라운드트립 타임(round-trip time) 만큼의 지연이 발생되며, 이전 엑세스 라우터를 통해 설

립된 자원의 예약상태의 신속한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원의 이중예약문제가 남아있게 된다. 또한, 핸드오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 MRSVP 방식에 비하여 통신세션에 대한 중복된 자원유지가 새로운 통신세션의 자원사용을 방해

하는 경우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여전히 발생하게 된다. 또한, RSVP-MP 구조는 MIP의 계층적인 이동성 관리구조와 병행

하여 구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프로토콜이 되지 못하며, 아직 계층적인 이동성 관리기법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

에 향후 구현상의 변동 가능성이 있다.

도 3은 종래의 기술에 따른 CORP 방식에 의해 가예약경로를 통한 RSVP 경로확장과 최적화예약경로를 이용한 경로확장

을 표시한 도면이다.

도면을 참조하면, CORP 방식은, 핸드오프의 경우 기존의 RSVP 경로 확장방법을 사용함으로써 QoS를 제공한다. 이때,

CORP 방식은 RSVP 경로를 확장하기 위해 CRP(Concatenation for Reservation Path)라는 방식을 사용한다.

CRP 방식은 PRPs(Pseudo Reservation Paths)라는 방식을 사용하여 RSVP 경로를 연장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엑세스 라

우터가 관리하는 BS(Base Station)들 중에서 하나의 대표 BS를 정하여 주변의 BS에 대해 자원을 미리 예약하는 방식이

다. 이동노드(MN)가 핸드오프를 하는 경우, 이동노드(MN)가 도착하는 셀을 관리하는 BS는 'CRP 정보메세지(inform

message)'를 주변 셀의 BS에 전송하여 이동노드(MN)의 도착을 알리고 주변의 셀들이 미리 자원을 예약(PRP)하도록 한

다. 그런데, 이와 같은 CRP 방식에 의해 RSVP 경로를 계속 확장하는 것은 무한 경로를 만들거나 루프(loop) 경로를 만들

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CORP 방식은 ORP(Optimization for Reservation Path)라는 방식을 함께 사용한다.

ORP 방식은 CRP 방식을 사용하면서 이동노드(MN)가 다른 엑세스 라우터로 이동할 때, 통신상대노드(CN)와 다시 새로운

RSVP 세션을 설립하여 사용함으로써 경로확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QoS를 보장한다.

그런데, 상기한 바와 같은 CORP 방식은 자원이 부족한 이동망 환경에서 이동노드(MN)가 이동할 주변의 셀의 자원을 미

리 예약하고 동시에 엔드투엔드 RSVP 세션을 개설하기 때문에, 접속망에서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낭비된다는 문제점이 있

다. 또한, CORP 방식은 경로를 확장하여 새로운 세션을 개설할 경우에 멀티캐스트(multicast) 방식을 사용하며, 다른 액세

스 라우터로 이동할 때마다 새로운 액세스 라우터로부터 통신상대노드(CN)까지 새로운 RSVP 세션을 개설하여야 하기 때

문에 확장성(scalability)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CORP 방식은 MRSVP 방식보다는 이전 자원에 대해 해제하는 기능을

부과하긴 하였지만, CORP 방식에서의 기존 자원의 해제는 통신상대노드(CN)까지의 기존 자원의 해제도 포함하므로 신속

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다른 단말에 대한 새로운 세션의 설립을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안된 것으로서, 이동망 환경에서 자원의 이중 예약 문제와 자원을 과

도하게 미리 예약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원의 낭비 문제, 및 자원예약의 재설립 지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예약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자원예약 시스템의 일 실시예는, 이동노드, 외부망에 속하는 통신상대노드와

상기 이동노드 사이의 통신을 중개하는 라우터, 및 상기 라우터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복수의 인접라우터를 구비한 이동망

환경의 자원예약 시스템에 있어서, 수신자로서의 상기 이동노드가 핸드오프하는 경우, 상기 이동노드로부터 FREE초기화

메세지가 수신되면 복수의 상기 인접라우터에 새로운 경로의 개설을 위한 경로요청메세지를 전송하는 관리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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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기 이동노드가 복수의 상기 인접라우터 중의 어느 하나의 통신영역에 도달된 경우, 상기 관리자는 전송된 상기

경로요청메세지에 따라 상기 통신영역의 상기 인접라우터를 통한 상기 이동노드와 상기 관리자 사이의 새로운 경로를 설

립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통신영역의 상기 인접라우터는 상기 경로요청메세지에 대응하여 상기 관리자에 자원을 사전예약하며,

상기 이동노드는 핸드오프 후에 상기 통신영역의 상기 인접라우터를 통하여 상기 관리자에 BU(Binding Update)메세지를

전송하고, 상기 관리자는 상기 BU메세지를 수신함과 동시에 새로운 상기 경로를 설립한다. 여기서, 상기 통신영역의 상기

인접라우터에 의한 상기 사전예약은 상기 경로요청메세지의 설정된 전송시간간격 이내에 수행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전송시간간격 이내에 상기 통신영역의 상기 인접라우터에 의한 자원의 사전예약이 되지 않은 경우에

상기 통신영역의 상기 인접라우터는 수신된 상기 경로요청메세지를 상기 이동노드에 전송하며, 상기 이동노드는 상기 통

신영역의 상기 인접라우터를 통하여 상기 관리자에 BU메세지 및 예약메세지를 전송하고, 상기 관리자는 상기 BU메세지

및 상기 예약메세지를 수신함과 동시에 새로운 상기 경로를 설립한다. 또한, 상기 관리자는 상기 BU메세지를 수신함과 동

시에 상기 라우터와 상기 관리자 사이의 경로를 해제한다. 여기서, 상기 관리자는 상기 라우터 및 복수의 상기 인접라우터

와 각각 통신가능한 다른 라우터에 모듈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자원예약 시스템은, 이동노드, 외부망에 속하는 통신상대노드와 상기 이동노드 사이의

통신을 중개하는 라우터, 및 상기 라우터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복수의 인접라우터를 구비한 이동망환경의 자원예약 방법

에 있어서, 수신자로서의 상기 이동노드가 핸드오프하는 경우, 상기 이동노드가 자원의 예약 및 해제를 관리하는 관리자에

게 FREE초기화메세지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관리자가 상기 FREE초기화메세지에 대응하여 복수의 상기 인접라우터에

새로운 경로의 개설을 위한 경로요청메세지를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이동노드가 복수의 상기 인접라우터 중의 어느 하나

의 통신영역에 도달된 경우, 상기 관리자가 전송된 상기 경로요청메세지에 따라 상기 통신영역의 상기 인접라우터를 통한

상기 이동노드와 상기 관리자 사이의 새로운 경로를 설립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자원예약 방법을 제공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의 자원예약 방법은, 상기 통신영역의 상기 인접라우터가 상기 경로요청메세지에 대응하여 자원을 사전

예약하는 단계; 및 상기 이동노드가 상기 통신영역의 상기 인접라우터를 통하여 상기 관리자에 BU메세지를 전송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관리자는 상기 BU메세지를 수신함과 동시에 새로운 상기 경로를 설립한다. 이때, 상기 사

전예약단계는 상기 경로요청메세지의 설정된 전송시간간격 이내에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의 자원예약 방법은, 상기 전송시간간격 이내에 상기 통신영역의 상기 인접라우터에 의한 자원의 사전예약이 되

지 않은 경우, 상기 통신영역의 상기 인접라우터가 수신된 상기 경로요청메세지를 상기 이동노드에 전송하는 단계; 및 상

기 이동노드가 상기 통신영역의 상기 인접라우터를 통하여 상기 관리자에 BU메세지 및 예약메세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상기 관리자는 수신된 상기 BU메세지 및 상기 예약메세지를 수신함과 동시에 새로운 상

기 경로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게는, 상기의 자원예약 방법은, 상기 관리자가 수신된 상기 BU메세지에 대응하여 상기 라우터에 경로해제메세지

및 역자원해제메세지를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경로해제메세지 및 상기 역자원해제메세지에 의해 상기 라우터와 상기 관

리자 사이의 경로가 해제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자원예약 시스템의 다른 실시예는, 이동노드, 외부망에 속하는 통신상대노드와 상기 이동노드 사이의 통신

을 중개하는 라우터, 및 상기 라우터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복수의 인접라우터를 구비한 이동망환경의 자원예약 시스템에

있어서, 송신자로서의 상기 이동노드가 핸드오프하는 경우, 상기 이동노드로부터 FREE초기화메세지가 수신되면 수신된

상기 FREE초기화메세지를 복수의 상기 인접라우터에 전송하는 관리자;를 포함한다. 여기서, 복수의 상기 인접라우터는

수신된 상기 FREE초기화메세지에 대응하여 상기 관리자에 경로요청메세지를 전송하고, 상기 이동노드가 복수의 상기 인

접라우터 중의 어느 하나의 통신영역에 도달된 경우에 상기 통신영역의 상기 관리자는 수신된 상기 경로요청메세지에 따

라 상기 통신영역의 상기 인접라우터를 통한 상기 이동노드와 상기 관리자 사이의 새로운 경로를 설립한다.

여기서, 상기 관리자는 상기 경로요청메세지에 대응하여 상기 통신영역의 상기 라우터에 자원을 사전예약하며, 상기 이동

노드는 핸드오프 후에 상기 통신영역의 상기 인접라우터를 통하여 상기 관리자에 BU메세지를 전송하고, 상기 관리자는 상

기 BU메세지를 수신함과 동시에 새로운 상기 경로를 설립한다. 또한, 상기 관리자에 의한 상기 사전예약은 상기 경로요청

메세지의 설정된 전송시간간격 이내에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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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송시간간격 이내에 상기 관리자에 의한 상기 사전예약이 되지 않은 경우, 상기 이동노드는 상기 통신영역의 상기

인접라우터를 통하여 BU메세지 및 경로메세지를 상기 관리자에 전송하며, 상기 관리자는 상기 BU메세지 및 상기 경로메

세지를 수신함과 동시에 상기 경로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관리자는 상기 BU메세지에 대응하여 상기 라우터와 상기 관리자 사이의 경로를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자원예약 시스템의 다른 실시예는, 이동노드, 외부망에 속하는 통신상대노드와 상기 이동노드 사이

의 통신을 중개하는 라우터, 및 상기 라우터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복수의 인접라우터를 구비한 이동망환경의 자원예약 방

법에 있어서, 송신자로서의 상기 이동노드가 핸드오프하는 경우, 상기 이동노드가 상기 라우터, 및 자원의 예약과 해제를

관리하는 관리자를 통하여 복수의 상기 인접라우터에 FREE초기화메세지를 전송하는 단계; 복수의 상기 인접라우터가 수

신된 상기 FREE초기화메세지에 대응하여 상기 관리자에 새로운 경로의 개설을 위한 경로요청메세지를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이동노드가 복수의 상기 인접라우터 중의 어느 하나의 통신영역에 도달된 경우, 상기 관리자가 수신된 상기 경로요청

메세지에 따라 상기 통신영역의 상기 인접라우터를 통한 상기 이동노드와 상기 관리자 사이의 새로운 경로를 설립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자원예약 방법의 다른 실시예를 제공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자원예약 방법은, 상기 관리자가 상기 경로요청메세지에 대응하여 상기 통신영

역의 상기 라우터에 자원을 사전예약하는 단계; 및 상기 이동노드가 상기 통신영역의 상기 인접라우터를 통하여 상기 관리

자에 BU메세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관리자는 상기 BU메세지를 수신함과 동시에 새로운 상기

경로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사전예약단계는 상기 경로요청메세지의 설정된 전송시간간격 이내에 수행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게는, 상기의 자원예약 방법은, 상기 전송시간간격 이내에 상기 관리자에 의한 자원의 사전예약이 되지 않은 경

우, 상기 이동노드가 상기 통신영역의 상기 인접라우터를 통해 BU메세지 및 경로메세지를 상기 관리자에 전송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관리자는 수신된 상기 BU메세지 및 상기 경로메세지를 수신함과 동시에 새로운 상기 경로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관리자가 상기 BU메세지를 수신함과 동시에 상기 라우터에 역경로해제메세지 및 자원해제메세지를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역경로해제메세지 및 상기 자원해제메세지에 의해 상기 라우터와 상기 관리자 사이의 경로가 해제되는 단

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로써, 이동망환경의 자원예약 시스템은, 이동노드가 핸드오프 하는 경우, 관리자와 이동노드 사이의 새로운 경로만을 개

설하게 되어 일정한 시간 이내에 신속한 사전예약과 자원설립이 이루어질 뿐만아니라, 핸드오프 후에 기존 자원의 신속한

해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원의 이중 예약 문제와 과도하게 자원을 미리 예약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원의 낭비 문제를 해

결하게 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자원예약 시스템의 수신자로서의 이동노드가 핸드오프하는 경우, 라우터에 대한 자원해제 및 인접

라우터에 대한 자원예약의 요구를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을 참조하면, 자원예약 시스템은, 이동노드(MN), 복수의 액세스 라우터(AR)(Access Router), 및 관리자(FM)를 구비

한다. 여기서, 복수의 액세스 라우터(AR)는, 외부망에 속하는 통신상대노드(CN)와 이동노드(MN) 사이에서 현재 통신을

중개하고 있는 라우터(AR1), 라우터(AR1)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복수의 인접라우터(AR2, AR3, AR4), 및 외부망(Core

Network)과 관리자(FM) 사이에서 통신을 중개하는 중개라우터(ABR)(Access Border Router)로 구분된다.

관리자(FM)는 접속망(Access Network)에서 자원의 예약 및 해제를 담당하며, 정식 명칭은 FREE(Fast resource

REservation and rElease)메니저(이하, 관리자(FM)로 약칭한다)이다.

이동노드(MN)는 번호 1로 표시된 경로를 통해 통신상대노드(CN)와 통신을 하고 있으며, 이때 라우터(AR1)가 이동노드

(MN)와 통신상대노드(CN) 사이의 통신을 중개한다. 수신자로서의 이동노드(MN)가 핸드오프하는 경우, 이동노드(MN)는

라우터(AR1)를 통해 관리자(FM)에게 FREE초기화 메세지를 전송한다(번호 2). 여기서, FREE초기화 메세지는 본 발명에

따라 자원예약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노드(MN)의 핸드오프의 시작을 알리는 메세지를 포함한다. 관리자(FM)는 이동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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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로부터 FREE초기화 메세지가 수신되면, 복수의 인접라우터(AR2, AR3, 및 AR4)에 새로운 경로의 개설을 위한 경로

요청 메세지를 전송한다(번호 3). 복수의 인접라우터(AR2, AR3, 및 AR4)는 수신된 경로요청 메세지에 대응하여 관리자

(FM)에게 자원을 사전예약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자원예약 시스템의 수신자로서의 이동노드가 핸드오프 한 후, 새로운 경로의 개설과 기존 경로의

해제를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을 참조하면, 수신자인 이동노드(MN)가 핸드오프 한 후에 인접라우터(AR2)의 통신영역에 도달하면, 관리자(FM)는

인접라우터(AR2)를 통해 이동노드(MN)와 관리자(FM) 사이의 새로운 경로의 개설을 확인한다. 여기서, 경로요청 메세지

에 의해 인접라우터(AR2, AR3, AR4)가 자원을 사전예약한 경우, 관리자(FM)는 인접라우터(AR2)를 통해 이동노드(MN)

로부터 전송되는 BU(Binding Update) 메세지에 의해 이동노드(MN)와 관리자(FM) 사이의 경로를 개설한다. 이때, 인접

라우터(AR2, AR3, AR4)에 의해 자원이 사전예약되는 시점은 신호대잡음비 신호(SNR)에 의해 결정되며,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다. 즉, 수신자인 이동노드(MN)가 핸드오프하는 경우, 이동노드(MN)와 라우터(AR1) 사이의 신호대잡음비 신호가

임계치 이하가 되면, 이동노드(MN)는 라우터(AR1)를 통해 FREE초기화 메세지를 관리자(FM)에 전송한다. 이동노드

(MN)가 인접라우터(AR2)의 통신영역에 접근할 수록 이동노드(MN)와 인접라우터(AR2) 사이의 신호대잡음비 신호는 증

대된다. 이동노드(MN)와 인접라우터(AR2) 사이의 신호대잡음비 신호가 임계치 이상이 되면, 이동노드(MN)는 라우터

(AR1)에서 인접라우터(AR2)로 핸드오프되며, 이때의 전환임계치 사이의 시간간격이 핸드오프 지연시간이 된다. 경로요

청 메세지의 전송되는 전송시간간격은 핸드오프 지연시간을 고려하여 소정 값으로 기 설정되며, 인접라우터(AR2, AR3,

AR4)에 의한 자원의 사전예약은 경로요청 메세지의 전송시간간격 이내에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로요청 메세지의 전송시간간격 이내에 이동노드(MN)와 통신영역에 있는 인접라우터(AR2)가 자원을 사전예약하지 못

한 경우, 인접라우터(AR2)는 관리자(FM)로부터 수신한 경로요청 메세지를 이동노드(MN)에 전송한다(번호 4). 이동노드

(MN)는 인접라우터(AR2)로부터 전송된 경로요청 메세지에 대응하여 BU(Binding Update)메세지 및 예약메세지를 인접

라우터(AR2)를 통해 관리자(FM)에게 전송한다(번호 5). 관리자(FM)는 이동노드(MN)로부터 전송된 BU메세지 및 예약메

세지를 수신함과 동시에 인접라우터(AR2)와 관리자(FM) 사이의 새로운 경로를 설립한다(번호 6).

한편, 관리자(FM)는 이동노드(MN)로부터 전송된 BU메세지 및 예약메세지를 수신함과 동시에 경로해제

(Path_Teardown) 메세지 및 역자원해제(Reverse_Resv_Teardown) 메세지를 라우터(AR1)에 전송한다(번호 7). 전송

된 경로해제 메세지 및 역자원해제 메세지에 의해 라우터(AR1)와 관리자(FM) 사이의 경로는 해제된다(번호 8). 여기서,

경로해제 메세지는 라우터(AR1)의 자원예약에 의해 설립된 라우터(AR1)와 관리자(FM) 사이의 경로를 관리자(FM)가 해

제시키는 것이므로 '경로해제 메세지'로 명명하였으며, 역자원해제 메세지는 자원예약 메세지와 반대방향으로 라우터

(AR1)의 자원예약에 의해 관리자(FM)가 등록한 자원을 해제하는 것이므로 '역자원해제 메세지'로 명명하였다.

도 7은 도 4 및 도 5의 자원예약 시스템에 의한 자원예약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고, 도 8은 도 4의 자원예약 시스템의 자

원이 사전예약 되는 경우의 시그널링을 나타낸 도면이며, 도 9는 도 5의 자원예약 시스템의 자원이 사전예약 되지 않는 경

우의 시그널링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의한 자원예약 방법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라우터(AR1)의 통신영역에 있던 이동노드(MN)가 라우터(AR1)의 통신영역으로부터 새로운 셀로 핸드오프를 개시하는 경

우, 이동노드(MN)는 라우터(AR1)를 통해 관리자(FM)에게 FREE초기화 메세지를 전송한다(S701). 이동노드(MN)로부터

FREE초기화 메세지가 수신되면, 관리자(FM)는 인접라우터(AR2, AR3, AR4)에 자원의 사전예약을 위한 경로요청 메세지

를 전송한다(S703).

인접라우터(AR2, AR3, AR4)는 이동노드(MN)가 자신의 통신영역에 도달하였는지를 판단한다(S705). 이동노드(MN)가

인접라우터(AR2, AR3, AR4)의 통신영역에 도달하였는지의 판단은 이동노드(MN)와 인접라우터(AR2, AR3, AR4) 사이

의 신호대잡음비 신호를 이용하여 수행되며, 이것은 상술한 바와 같다. 여기서, 자원의 사전예약 시간간격 이내에 즉, 경로

요청요청 메세지의 전송시간간격 이내에 이동노드(MN)가 인접라우터(AR2, AR3, AR4)의 통신영역에 도달하지 않은 경

우에는 관리자(FM)가 인접라우터(AR2, AR3, AR4)에게 경로요청 메세지를 재 전송하도록 구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S707). 관리자(FM)에 의한 경로요청 메세지의 재 전송은 설정된 경로요청 메세지의 전송시간간격 이내에서만 구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것은 관리자(FM)와 인접라우터(AR2, AR3, AR4) 사이에 설립되는 사전예약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자

원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동노드(MN)가 인접라우터(AR2)의 통신영역에 도달하였으나 핸드오프가 완료되는 시간 이내에 인접라우터(AR2)가 자

원을 사전예약하지 못한 경우(S709), 이동노드(MN)의 통신영역에 있는 인접라우터(AR2)는 관리자(FM)로부터 수신한 경

로요청 메세지를 이동노드(MN)에게 전송하여 자원예약을 시도한다(S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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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라우터(AR2)로부터 경로요청 메세지를 수신하면, 이동노드(MN)는 통신영역의 인접라우터(AR2)를 통하여 관리자

(FM)에게 예약 메세지 및 BU메세지를 전송하여 관리자(FM)에게 이동노드(MN)의 위치 등록정보를 알려준다.

이동노드(MN)가 인접라우터(AR2)의 통신영역에 도달하고, 인접라우터(AR2)가 관리자(FM)로부터 수신한 경로요청 메세

지에 의해 자원을 사전예약하였으면(S709), 이동노드(MN)는 인접라우터(AR2)를 통해 관리자(FM)에게 BU(Binding

Update) 메세지만을 전송한다(S713). 여기서, BU 메세지는 이동노드(MN)의 핸드오프를 관리자(FM)에게 알리는 정보로

서 인접라우터(AR2)에 의해 새로 할당된 CoA 정보를 포함한다. 이때, 이동노드(MN)가 도달되지 않은 통신영역의 인접라

우터(AR3, AR4)는 수신한 경로요청 메세지에 의해 자원을 사전예약 하더라도, 이 사전예약된 자원은 사전예약 시간간격

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해제된다. 이로써, 자원이 사전에 과도하게 예약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인접라우터

(AR2)에 의해 자원이 사전예약된 경우와 자원이 사전예약되지 않은 경우의 시그널링은 도 8 및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다.

관리자(FM)는 이동노드(MN)로부터 BU 메세지를 수신하면, 이전의 액세스 라우터 즉, 라우터(AR1)에게 경로해제 메세지

및 역자원해제 메세지를 전송한다(S715). 이로써, 이동노드(MN)에 대한 이전의 통신경로 즉, 라우터(AR1)를 통한 이동노

드(MN)와 관리자(FM) 사이의 RSVP 경로는 해제된다(S717). 관리자(FM)는 인접라우터(AR2)를 통해 이동노드(MN)로

부터 예약 메세지가 도달되지 않는 경우, 인접라우터(AR2, AR3, AR4)에 경로요청 메세지를 재 전송하여 자원을 예약한

다. 이것은, 핸드오프의 지연으로 인해 이동노드(MN)가 핸드오프 후 QoS를 제공받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다.

또한, 관리자(FM)는 예약 메세지의 수신에 의해 인접라우터(AR2)를 통한 이동노드(MN)와 관리자(FM) 사이의 새로운

RSVP 경로를 설립한다(S719).

이로써, 관리자(FM)는 예약 메세지 및 BU 메세지를 동시에 수신함으로써, 새로운 RSVP 경로를 설립하고, 이전 RSVP 경

로의 해제를 수행하여 자원이 이중으로 예약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자원예약 시스템의 송신자로서의 이동노드가 핸드오프하는 경우, 라우터에 대한 자원해제 및 인접

라우터에 의한 자원예약의 요구를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도면이다.

자원예약 시스템의 구성은 상기와 동일하므로 그 설명을 생략한다. 도면을 참조하면, 이동노드(MN)는 번호 1로 표시된 경

로를 통해 통신상대노드(CN)와 통신을 하고 있으며, 이때 라우터(AR1)가 이동노드(MN)와 통신상대노드(CN) 사이의 통

신을 중개한다. 송신자로서의 이동노드(MN)가 핸드오프하는 경우, 이동노드(MN)는 라우터(AR1) 및 관리자(FM)를 통해

인접라우터(AR2, AR3, AR4)에게 FREE초기화 메세지를 전송한다(번호 2). 인접라우터(AR2, AR3, AR4)는 이동노드

(MN)로부터 FREE초기화 메세지가 수신되면, 관리자(FM)에게 새로운 경로의 개설을 위한 경로요청 메세지를 전송한다

(번호 3). 관리자(FM)는 수신된 경로요청 메세지에 대응하여 인접라우터(AR2, AR3, AR4)에 자원을 사전예약한다.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자원예약 시스템의 송신자로서의 이동노드가 핸드오프 한 후, 새로운 경로의 개설과 기존 경로의

해제를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을 참조하면, 송신자인 이동노드(MN)가 핸드오프 한 후에 인접라우터(AR2)의 통신영역에 도달하면, 관리자(FM)는

수신된 경로요청 메세지에 따라 통신영역의 인접라우터(AR2)를 통해 이동노드(MN)와 관리자(FM) 사이의 새로운 경로를

설립한다. 여기서, 경로요청 메세지에 의해 관리자(FM)가 자원을 사전예약한 경우, 관리자(FM)는 인접라우터(AR2)를 통

해 이동노드(MN)로부터 전송되는 BU메세지에 의해 이동노드(MN)와 관리자(FM) 사이의 경로를 설립한다. 이때, 인접라

우터(AR2, AR3, AR4)에 의해 자원이 사전예약되는 시점은 신호대잡음비 신호(SNR)에 의해 결정되며, 상기한 바와 동일

한 방법에 의해 수행된다.

관리자(FM)가 인접라우터(AR2)로부터 전송된 경로요청 메세지의 전송시간간격 이내에 인접라우터(AR2)에 자원을 사전

예약하지 못한 경우, 이동노드(MN)는 인접라우터(AR2)를 통하여 관리자(FM)에게 BU메세지 및 경로 메세지를 전송한다

(번호 4). 여기서, 경로메세지는 이동노드(MN)의 위치 이동정보를 포함한다. 관리자(FM)는 이동노드(MN)로부터 전송된

BU메세지 및 경로 메세지에 의해 인접라우터(AR2)에 자원을 예약한다(번호 5). 또한, 관리자(FM)는 이동노드(MN)로부

터 전송된 BU메세지 및 경로메세지를 수신함과 동시에 인접라우터(AR2)를 통한 이동노드(MN)와 관리자(FM) 사이의 새

로운 경로를 설립한다(번호 6).

한편, 관리자(FM)는 이동노드(MN)로부터 전송된 BU메세지를 수신함과 동시에 역경로해제(Reverse_Path_Teardown)

메세지 및 자원해제(Resv_Teardown) 메세지를 라우터(AR1)에 전송한다(번호 7). 전송된 역경로해제 메세지 및 자원해

등록특허 10-0542580

- 8 -



제 메세지에 의해 라우터(AR1)와 관리자(FM) 사이의 경로는 해제된다(번호 8). 여기서, 역경로해제 메세지는 경로예약 메

세지와 반대방향으로 관리자(FM)의 자원예약에 의해 설립된 라우터(AR1)와 관리자(FM) 사이의 경로를 관리자(FM)가 해

제시키는 것이므로 '역경로해제 메세지'로 명명하였으며, 자원해제 메세지는 관리자(FM)의 자원예약에 의해 라우터(AR1)

가 등록한 자원을 해제하는 것이므로 '자원해제 메세지'로 명명하였다.

도 12는 도 10 및 도 11의 자원예약 시스템에 의한 자원예약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고, 도 13은 도 10의 자원예약 시스템

의 자원이 사전예약 되는 경우의 시그널링을 나타낸 도면이며, 도 14는 도 11의 자원예약 시스템의 자원이 사전예약 되지

않는 경우의 시그널링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의한 자원예약 방법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라우터(AR1)의 통신영역에 있던 송신자로서의 이동노드(MN)가 라우터(AR1)의 통신영역으로부터 새로운 셀로 핸드오프

를 개시하는 경우, 이동노드(MN)는 라우터(AR1) 및 관리자(FM)를 통해 인접라우터(AR2, AR3, AR4)에게 FREE초기화

메세지를 전송한다(S801). 이동노드(MN)로부터 FREE초기화 메세지가 수신되면, 인접라우터(AR2, AR3, AR4)는 관리자

(FM)에게 자원의 사전예약을 위한 경로요청 메세지를 전송한다(S803).

인접라우터(AR2, AR3, AR4)는 이동노드(MN)가 자신의 통신영역에 도달하였는지를 판단한다(S805). 이동노드(MN)가

인접라우터(AR2, AR3, AR4)의 통신영역에 도달하였는지의 판단은 이동노드(MN)와 인접라우터(AR2, AR3, AR4) 사이

의 신호대잡음비 신호를 이용하여 수행되며, 이것은 상술한 바와 같다. 여기서, 자원의 사전예약 시간간격 이내에 즉, 경로

요청요청 메세지의 전송시간간격 이내에 이동노드(MN)가 인접라우터(AR2, AR3, AR4)의 통신영역에 도달하지 않은 경

우에는 인접라우터(AR2, AR3, AR4)가 관리자(FM)에게 경로요청 메세지를 재 전송하도록 구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S807). 인접라우터(AR2, AR3, AR4)에 의한 경로요청 메세지의 재 전송은 설정된 경로요청 메세지의 전송시간간격 이내

에서만 구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것은 관리자(FM)와 인접라우터(AR2, AR3, AR4) 사이에 설립되는 사전예약이 과도

하게 설정되어 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관리자(FM)가 인접라우터(AR2)에 자원을 사전예약한 경우, 인접라우터(AR2)의 통신영역에 도달한 이동노드(MN)는 인

접라우터(AR2)를 통하여 관리자(FM)에게 BU메세지를 전송한다(S811).

이동노드(MN)가 인접라우터(AR2)의 통신영역에 도달하였으나 핸드오프가 완료되는 시간 이내에 관리자(FM)가 인접라

우터(AR2)에 자원을 사전예약하지 못한 경우(S809), 이동노드(MN)는 인접라우터(AR2)를 통해 관리자(FM)에게 경로메

세지 및 BU메세지를 전송하여 자원예약을 시도한다(S813).

관리자(FM)는 이동노드(MN)로부터 경로 BU메세지를 수신함과 동시에 인접라우터(AR1)에게 역경로해제 메세지 및 자원

해제 메세지를 전송한다(S815). 역경로해제 메세지 및 자원해제 메세지에 의해 라우터(AR1)와 관리자(FM) 사이의 RSVP

경로는 해제된다(S817).

또한, 관리자(FM)는 이동노드(MN)로부터 경로메세지 및 BU메세지를 수신함과 동시에 인접라우터(AR2)를 통해 이동노

드(MN)에 자원을 예약한다(S819). 관리자(FM)에 의해 예약된 자원에 의해 인접라우터(AR2)를 통한 관리자(FM)와 이동

노드(MN) 사이의 새로운 RSVP 경로가 설립된다(S821).

이로써, 이동노드(MN)가 송신자인 경우에도 새로운 RSVP 경로의 설립과 이전 RSVP 경로의 해제가 원활하게 수행되어

자원이 이중으로 예약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는 자원예약 시스템은, FREE 메니저를 통해 접속망(access network)에서만 새로운 RSVP 경로를 설립하

기 때문에 코어 네트워크(core network)에 있는 중간 라우터들이 RSVP 세션을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원예약 시스템은, 이동노드(MN)의 핸드오프시 새로운 RSVP 경로의 설립이 이동노드(MN)와 관리자(FM) 사이에

서 이루어지고, 기존의 RSVP-MP와는 달리 FRS(Fast resource Reservation Setup)를 사용한 신속한 자원의 설립을 하

기 때문에, 이동노드(MN)가 받는 QoS 저하문제 즉, QoS 재설립이 지연되는 문제를 감소시키게 된다.

또한, 자원예약 시스템은, 관리자(FM)를 통해 이전 RSVP 경로를 신속하게 제거하기 때문에 기존의 MRSVP, RSVP-MP,

및 CORP 방식에 비해 자원의 이중예약 문제로 인한 콜 블로킹(call blocking) 확률을 최소화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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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원예약 시스템은, 핸드오프 지연동안 자원을 미리 예약하고, 만약 핸드오프 동안 인접라우터(AR2, AR3, AR4)들

이 자원의 사전예약을 하지 못했다면 자원 예약의 준비단계로 관리자(FM)가 주변의 인접라우터(AR2, AR3, AR4)에게 자

원설립을 위한 메세지를 전송하기 때문에, 기존의 MRSVP나 CORP 방식에서 발생하던 과도한 자원의 예약문제를 해결하

여 무선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서 도시하고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술한 특정의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

니하며, 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라면 누구든지 다양한 변형 실시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그와 같은 변경은 청구범위 기재의 범위 내에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노드, 외부망에 속하는 통신상대노드와 상기 이동노드 사이의 통신을 중개하는 라우터, 및 상기 라우터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복수의 인접라우터를 구비한 이동망환경의 자원예약 시스템에 있어서,

수신자로서의 상기 이동노드가 핸드오프하는 경우, 상기 이동노드로부터 FREE초기화메세지가 수신되면 복수의 상기 인

접라우터에 새로운 경로의 개설을 위한 경로요청메세지를 전송하는 관리자를 포함하며,

상기 이동노드가 복수의 상기 인접라우터 중의 어느 하나의 통신영역에 도달된 경우, 상기 관리자는 전송된 상기 경로요청

메세지에 따라 상기 통신영역의 상기 인접라우터를 통한 상기 이동노드와 상기 관리자 사이의 새로운 경로를 설립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자원예약 시스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영역의 상기 인접라우터는 상기 경로요청메세지에 대응하여 상기 관리자에 자원을 사전예약하며, 상기 이동노드

는 핸드오프 후에 상기 통신영역의 상기 인접라우터를 통하여 상기 관리자에 BU(Binding Update)메세지를 전송하고, 상

기 관리자는 상기 BU메세지를 수신함과 동시에 새로운 상기 경로를 설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원예약 시스템.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영역의 상기 인접라우터에 의한 상기 사전예약은 상기 경로요청메세지의 설정된 전송시간간격 이내에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원예약 시스템.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시간간격 이내에 상기 통신영역의 상기 인접라우터에 의한 자원의 사전예약이 되지 않은 경우에 상기 통신영역

의 상기 인접라우터는 수신된 상기 경로요청메세지를 상기 이동노드에 전송하며, 상기 이동노드는 상기 통신영역의 상기

인접라우터를 통하여 상기 관리자에 BU메세지 및 예약메세지를 전송하고, 상기 관리자는 상기 BU메세지 및 상기 예약메

세지를 수신함과 동시에 새로운 상기 경로를 설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원예약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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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 2항 또는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자는 상기 BU메세지를 수신함과 동시에 상기 라우터와 상기 관리자 사이의 경로를 해제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자원예약 시스템.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자는 상기 라우터 및 복수의 상기 인접라우터와 각각 통신가능한 다른 라우터에 모듈로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원예약 시스템.

청구항 7.

이동노드, 외부망에 속하는 통신상대노드와 상기 이동노드 사이의 통신을 중개하는 라우터, 및 상기 라우터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복수의 인접라우터를 구비한 이동망환경의 자원예약 방법에 있어서,

수신자로서의 상기 이동노드가 핸드오프하는 경우, 상기 이동노드가 자원의 예약 및 해제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FREE초

기화메세지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관리자가 상기 FREE초기화메세지에 대응하여 복수의 상기 인접라우터에 새로운 경로의 개설을 위한 경로요청메세

지를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이동노드가 복수의 상기 인접라우터 중의 어느 하나의 통신영역에 도달된 경우, 상기 관리자가 전송된 상기 경로요청

메세지에 따라 상기 통신영역의 상기 인접라우터를 통한 상기 이동노드와 상기 관리자 사이의 새로운 경로를 설립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원예약 방법.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영역의 상기 인접라우터가 상기 경로요청메세지에 대응하여 자원을 사전예약하는 단계; 및

상기 이동노드가 상기 통신영역의 상기 인접라우터를 통하여 상기 관리자에 BU메세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관리자는 상기 BU메세지를 수신함과 동시에 새로운 상기 경로를 설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원예약 방법.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사전예약단계는 상기 경로요청메세지의 설정된 전송시간간격 이내에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원예약 방법.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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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시간간격 이내에 상기 통신영역의 상기 인접라우터에 의한 자원의 사전예약이 되지 않은 경우, 상기 통신영역의

상기 인접라우터가 수신된 상기 경로요청메세지를 상기 이동노드에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이동노드가 상기 통신영역의 상기 인접라우터를 통하여 상기 관리자에 BU메세지 및 예약메세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관리자는 수신된 상기 BU메세지 및 상기 예약메세지를 수신함과 동시에 새로운 상기 경로를 설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원예약 방법.

청구항 11.

제 8항 또는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자가 수신된 상기 BU메세지에 대응하여 상기 라우터에 경로해제메세지 및 역자원해제메세지를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경로해제메세지 및 상기 역자원해제메세지에 의해 상기 라우터와 상기 관리자 사이의 경로가 해제되는 단계;를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원예약 방법.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자는 상기 라우터 및 복수의 상기 인접라우터와 각각 통신가능한 다른 라우터에 모듈로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원예약 방법.

청구항 13.

이동노드, 외부망에 속하는 통신상대노드와 상기 이동노드 사이의 통신을 중개하는 라우터, 및 상기 라우터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복수의 인접라우터를 구비한 이동망환경의 자원예약 시스템에 있어서,

송신자로서의 상기 이동노드가 핸드오프하는 경우, 상기 이동노드로부터 FREE초기화메세지가 수신되면 복수의 상기 인

접라우터에 수신된 상기 FREE초기화메세지를 전송하는 관리자;를 포함하며,

복수의 상기 인접라우터는 수신된 상기 FREE초기화메세지에 대응하여 상기 관리자에 경로요청메세지를 전송하고, 상기

이동노드가 복수의 상기 인접라우터 중의 어느 하나의 통신영역에 도달된 경우에 상기 통신영역의 상기 관리자는 수신된

상기 경로요청메세지에 따라 상기 통신영역의 상기 인접라우터를 통한 상기 이동노드와 상기 관리자 사이의 새로운 경로

를 설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원예약 시스템.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자는 상기 경로요청메세지에 대응하여 상기 통신영역의 상기 라우터에 자원을 사전예약하며, 상기 이동노드는

핸드오프 후에 상기 통신영역의 상기 인접라우터를 통하여 상기 관리자에 BU메세지를 전송하고, 상기 관리자는 상기 BU

메세지를 수신함과 동시에 새로운 상기 경로를 설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원예약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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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자에 의한 상기 사전예약은 상기 경로요청메세지의 설정된 전송시간간격 이내에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원예약 시스템.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시간간격 이내에 상기 관리자에 의한 상기 사전예약이 되지 않은 경우, 상기 이동노드는 상기 통신영역의 상기

인접라우터를 통하여 BU메세지 및 경로메세지를 상기 관리자에 전송하며, 상기 관리자는 상기 BU메세지 및 상기 경로메

세지를 수신함과 동시에 상기 경로를 설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원예약 시스템.

청구항 17.

제 14항 또는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자는 상기 BU메세지에 대응하여 상기 라우터와 상기 관리자 사이의 경로를 해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원예

약 시스템.

청구항 18.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자는 상기 라우터 및 복수의 상기 인접라우터와 각각 통신가능한 다른 라우터에 모듈로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원예약 시스템.

청구항 19.

이동노드, 외부망에 속하는 통신상대노드와 상기 이동노드 사이의 통신을 중개하는 라우터, 및 상기 라우터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복수의 인접라우터를 구비한 이동망환경의 자원예약 방법에 있어서,

송신자로서의 상기 이동노드가 핸드오프하는 경우, 상기 이동노드가 상기 라우터, 및 자원의 예약과 해제를 관리하는 관리

자를 통하여 복수의 상기 인접라우터에 FREE초기화메세지를 전송하는 단계;

복수의 상기 인접라우터가 수신된 상기 FREE초기화메세지에 대응하여 상기 관리자에 새로운 경로의 개설을 위한 경로요

청메세지를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이동노드가 복수의 상기 인접라우터 중의 어느 하나의 통신영역에 도달된 경우, 상기 관리자가 수신된 상기 경로요청

메세지에 따라 상기 통신영역의 상기 인접라우터를 통한 상기 이동노드와 상기 관리자 사이의 새로운 경로를 설립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원예약 방법.

청구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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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자가 상기 경로요청메세지에 대응하여 상기 통신영역의 상기 라우터에 자원을 사전예약하는 단계; 및

상기 이동노드가 상기 통신영역의 상기 인접라우터를 통하여 상기 관리자에 BU메세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관리자는 상기 BU메세지를 수신함과 동시에 새로운 상기 경로를 설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원예약 방법.

청구항 21.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사전예약단계는 상기 경로요청메세지의 설정된 전송시간간격 이내에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원예약 방법.

청구항 22.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시간간격 이내에 상기 관리자에 의한 자원의 사전예약이 되지 않은 경우, 상기 이동노드가 상기 통신영역의 상기

인접라우터를 통해 BU메세지 및 경로메세지를 상기 관리자에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관리자는 수신된 상기 BU메세지 및 상기 경로메세지를 수신함과 동시에 새로운 상기 경로를 설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원예약 방법.

청구항 23.

제 20항 또는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자가 상기 BU메세지를 수신함과 동시에 상기 라우터에 역경로해제메세지 및 자원해제메세지를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역경로해제메세지 및 상기 자원해제메세지에 의해 상기 라우터와 상기 관리자 사이의 경로가 해제되는 단계;를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원예약 방법.

청구항 24.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자는 상기 라우터 및 복수의 상기 인접라우터와 각각 통신가능한 다른 라우터에 모듈로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원예약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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