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도 대한전자공학회 추계종합학술대회 제28권 제2호

101



2005년도 대한전자공학회 추계종합학술대회 제28권 제2호

102

링크 로컬 주소를 생성함
으로써 비상태형 주소자동설정 과정을 시작한다 링크
로컬 주소는 이미 알려진 링크 로컬 프리픽스인 

을 해당 인터페이스의 식별자에 추가함으
로써 형성된다 인

  그림1 FMIPv6의 핸드오버 신호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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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4  L2 트리거 이후 PAR과의 연결이 끊어질 때까지

의 시간 

그림2 PAR에서 NAR로 핸드오버

     그림3 FMIPv6에서 CoA 삭제 및 핸드오버 후 새로운 

           CoA를 생성하는 신호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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