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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무선망에서 Cellular-IP/PRC에 의한 QoS 개선

석경휴* · 김성홍* 

Improving QoS using Cellular-IP/PRC in Hospital Wireless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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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병원 무선망에서 호 수락 방식과 보다 은 범  셀 환경에서 QoS를 보장하기 해 통합된 페이징과 루

 정보 리 캐시를 사용하는 Cellular IP 특성을 가진 Cellular-IP/PRC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제안한 호 수

락 방식은, 이동 노드의 홈 기지국 용량이 충분하고, 인  셀 이동 노드가 홈 기지국에서 호가 수락되었다

고 가정할 경우 받을 간섭의 증가량을 고려해 통화 품질이 보장될 때, 홈 기지국은 새로운 호를 이동 노드

의 송신 력 측에 기반을 둔 호 수락 방식이다. 병원 무선망 내의 페이징과 라우터를 리하기 해 사

용되었던 PC(Paging Cache)와 RC(Routing Cache)를 하나의 PRC(Paging Router Cache)로 통합 리하고, 모든 

노드 내에 구성하여 운용토록 하고, 이동 노드의 핸드오   로  상태를 효율 으로 리 할 수 있도록 

이동 노드에 핸드오  상태 머신을 추가하며, 노드에서 련 기능을 수행하도록 연구한다.

시스템 환경에서 통화량에 향을 주는 인자를 분석하고 각 링크 통화권  불균형 정도를 측하여, 하

향링크에 의해 통화권이 제한되었는지를 단하여 호를 수락 는 차단하는 알고리즘 이용 총 송수신 력

을 기반으로 제안한 알고리즘을 응용해서 QoS에서 가장 하고 요한 호 차단 확률과 호 탈락 확률, 

GoS(Grade of Service), 셀 용량의 효율을 측 처리하여 QoS 성능 개선을 나타낸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for improving QoS in Hospital wireless network using Cellular-IP/PRC(Paging Route Cache) with Paging 

Cache and Route Cache in Cellular-IP and propose for performance of realtime and non-real time handoff service using Handoff state 

machine Paging Route Cache. Although the Cellular-IP/PRC technology is devised for mobile internet communication, it has its 

vulnerability in frequent handoff environment. This handoff state machine using differentiated handoff improves quality of services in 

Cellular-IP/PRC Suggested algorithm shows better performance than existing technology in wireless mobile internet communication 

environment. When speech quality is secured considering increment of interference to receive in case of suppose that proposed acceptance 

method grooves base radio station capacity of transfer node is plenty, and moat of contiguity cell transfer node was accepted at groove 

base radio station with a blow, groove base radio station new trench lake acceptance method based on transmission of a message electric 

power estimate of transfer node be. Do it so that may apply composing PC(Paging Cache) and RC(Routing Cache) that was used to 

manage paging and router in radio Internet network in integral management and all nodes as one PRC(Paging Router Cache), and add 

hand off state machine in transfer node so that can manage hand off of transfer node and Roaming state efficiently, and studies so that 

achieve connection function at node. Analyze benevolent person who influence on telephone traffic in system environment and forecasts 

each link currency rank and imbalance degree, forecast most close and important lake interception probability and lake falling off 

probability, GoS(Grade of Service), efficiency of cell capacity in QoS because applies algorithm proposing based on algorithm use gun 

send-receive electric power that judge by looking downward link whether currency book was limited and accepts or intercept lake and 

handles and displays QoS performance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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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무선 인터넷 송을 고도화하기 하여 백본망과 액

세스을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 응용 기술 개발에 을 

맞추어 연구되고,  다양한 단말 장치를 이용해서 

유․무선 가입자망에 계없이 인터넷에 근하여 여

러 종류의 응용 서비스의 고도화는 기존의 유선 통신

망, 이동 통신망, 인터넷, CATV 망 등의 가용 자원을 

최 한 활용하고, 기술 진보에 따른 서비스의 발   

통합을 효과 으로 수용하면서 가입자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구조의 유․무선 통합 망이 필요하다[1,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호 수락 방식과 보다 은 

범  셀 환경에서 QoS를 보장하기 해 통합된 페이징

과 루  정보 리 캐시를 사용하며 Cellular IP 특성을 

가진 Cellular-IP/PRC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그리고 핸

드오  상태를 실시간, 비실시간 상태로 구분하고 이러

한 핸드오  상태에 따라 차등화된 QoS 핸드오  동작

이 이루어지게 해서 네트워크 내의 트래픽 부하가 어

들게하고, 노드 기능을 간략화와 단일화가 가능하게하

여 모든 노드에서 페이징 기능을 수행해서 단말의 고속 

페이징이 실시간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되도록 한다.

II. 무선 인터넷 네트워크

1. 모빌 IP 구조

가입자 단말기들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네트워크

에 속되어 항상 모든 컴퓨터가 통신 할 수 있는 상태

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Mobile IP 방법은 인터넷 로토

콜을 IETF에서 Mobile IP 권고안 RFC2002를 참고한다

[3,4].

그림 1에서 Mobile IP가 이동 노드로 인터넷에 속

되는 링크를 바꾸어도 다른 노드들과의 통신을 지속

으로 유지한다.  IP 주소를 계속 사용하여 IP 로토콜

만 가지고 있는 기존의 노드들과 상호 작용없이 자동

으로 필요한 재 연결이 일어나도록 하는 IP 기반의 이

동성 제공 방안인 Mobile IP이다[4,5,6]. Mobile IP 기반

의 이동 노드 정보가 등록되는 에이젠트를 HA라 한다.  

이동 단말기가 자신의 정보를 등록한 HA가 있는 망을 

떠나 다른 망으로 이동하여 자신의 치 정보를 새로 

등록하는 에이젠트를 FA라 한다.  Mobile IP의 기본

인 구성 요소 홈 네트워크 HA(Home Agent), 포린 네

트워크와 FA(Foreign Agent), MN(Mobile Node)와 

CN(Correspondence Node)로 나타내었다[7].

Global Internet
with Mobile IP

Router
(Home Agent)

CN
(Correspondent Node)

Router

Home Nework

Router
(Foreign Agent)

Foreign Network

MN

1 4

2 3

그림 1 모빌 IP 구조
Fig. 1 Architecture of Mobile IP 

Mobile IP는 HA와 FA를 이용하여 CN과 이동 노드

간에 패킷 달을 지원한다. HA와 FA간에 패킷 달

은 터 링을 통해 이루어진다[8]. HA와 FA 사이에 가

상의 터 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달시키는 방법이다.  

등록 과정을 거친 후에 HA에는 이동 노드의 재 치

에 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후에 HA는 이동 노드

의 홈 어드 스로 향하는 IP 패킷이다[9].

Foreign Agent

Internet

Home Agent

Foreign Network Home Network

4

1
2

3

MN

그림 2 에이젠트 등록 과정
Fig. 2  Process of Agent Registration 

그림 2에서, IP 패킷에 있는 HA의 주소를 시작으로 

하고 CoA(Correspondent of Address)를 목 으로 하는 

새로운 헤더를 붙이는 과정을 인캡슐 이션(Encaps-

ulation)이라고 한다. 이러한 인캡슐 이션 과정을 통해 

HA를 소스 주소와 CoA를 목 지 주소로 하는 새로운 

패킷을 생성한다[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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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셀룰라 IP 이동성

Cellular IP는 이동 기지국에 한 로컬 이동성 리

와 효과 인 엑서스를 해 제안한다. Cellular IP는 도

시  규모에서 로컬의 형태의 서 넷망으로 구성된 이

동 노드이다. Cellular IP 로토콜 기능을 보완하여 만

들어진 로토콜로 체 인 단말기 이동성을 핸드오

로 인해 발생하는 잦은 이동성 리가 필요한 무선 

엑세스 네트워크에 합하도록 최 화된 로토콜이다

[11]. Cellular IP는 Mobile IP에서 제공하지 않는 페이

징 기능이나 빠른 핸드오  기능을 지원하고 IP 로토

콜을 기반으로 패킷을 달하며, 신호에 의해 발생하는 

부하를 최소화하고 치정보 데이터베이스 정보로 유

지시킨다.

Internet
with Mobile IP

Router

BS A

Gateway
(FA)

Hard Hand Off

BS B

BS C

BS E

BS D

BS G

BS F

MN X

Paging update Packet
Route update Packet

X from C

X from EX from C X from F

X from F, G

X from G

X from F

그림 3  페이징 엡데이트와 라우트 업데이트 패킷 
차

Fig. 3  Process of Paging-update and Route-update 
Packet 

그림 3은 이동 노드 X가 G셀로부터 F셀로 이동했을 

때, 페이징 캐쉬의 업데이트 상태을 보여 다. 페이징 

패킷을 라우트 하기 해 A는 그것의 캐쉬를 체크하고 

노드 C를 향하는 포트를 경유하여 최근에 도착된 이동 

노드 X로부터 페이징 업데이트 패킷을 찾는다. 다음으

로 A는 페이징 패킷을 C에 달하고 C가 노드에 한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모든 방향으로 달

한다. D로 보낸 페이징 패킷은 타임아웃 후 자동 폐기

되는데 그것은 D가 자신의 셀에 노드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반면에 E는 그것의 캐쉬를 체크하고 F

를 통하여 패킷을 보내는 X를 찾는다. 그러므로 E는 페

이징 패킷을 F에 달하고 X에 달한다. 이동 노드가 

페이징 패킷을 받으면, 라우  갱신 패킷을 생성시키므

로 페이징 갱신 패킷과 같이 라우터로 보내면서 지나간 

노드들은 라우  캐쉬들에게도 맵핑을 형성시킨다. 라

우  갱신 패킷들이 게이트웨이에 도달될 때, 모든 경

로상의 라우  캐쉬들은 형태를 갖추게 되며, 게이트웨

이에 임시 장 된 패킷들을 이동 노드로 달되어지게 

됨으로써 정상 인 패킷 송이 이루어지게 된다.

Route Cache
(MN X)

MN X

Data Packet
Route update Packet

Route update Packet
(S flage =1)

Route Cache
(MN X)

BS A BS B

BS C

그림 4. 셀룰라 IP의 소 트 핸드오
Fig. 4  Soft Handoff of Cellular-IP

그림 4는 Cellular IP의 소 트 핸드오  방식으로 

이동 노드가 A 셀에서 B셀로 데이터 패킷을 주고받으

며 이동 하다가 핸드오  지 에 도착하면 라우트 업데

이트 패킷의 S 래그의 값을 1로 설정해서 상향 링크

로 올려 보낸다. 상향 링크에 있는 기지국은 라우트 캐

쉬에 이동 노드가 속하는 A와 앞으로 속하게 될 B에 

한 모든 기지국 정보를 기록하고 양쪽 기지국으로 데

이터를 보낸다.

이동 노드가 새로운 기지국으로 이동 후 S 래그의 

값을 0으로 설정해서 라우트 업데이트 패킷을 올려보내

면 이  기지국에서 보내던 데이터 패킷이 일정 시간 

후 타임아웃 되면서 없어지고 새로운 기지국으로부터

만 데이터 패킷을 받게 된다. 그 게 함으로써 이동 노

드는 핸드오  동안 새로운 기지국과 이  기지국 모두

로부터 어떠한 손실이나 지연 없이 데이터 패킷을 수신

함으로서 빠르고 부드러운 핸드오 를 수행 할 수 있

다. Cellular IP의 소 트 핸드오 는 새로운 기지국에 

도착하면 자신의 데이터 패킷을 송  라우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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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을 송함으로써 다  경로를 설정하고 매끄러운 

핸드오 를 이루며 경로 해지는 재 서비스 받고 있는 

기지국의 지역 이탈로 인한 라우  만료 시각에 의해 

해지가 이루어진다. 재의 Cellular IP의 소 트 핸드

오  시 다  경로를 설정함으로써 부드러운 송을 이

루지만 경로를 해지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자원의 낭

비와 함께 네트워크에 부담을 주게 된다.

III. 셀룰라-IP/PRC의 핸드오

본 논문에서는 셀룰라 네트워크에서 QoS를 보장하

기 한 Cellular-IP/PRC를 제안한다. Cellular-IP/ 

PRC는 마이크로 이동성을 제공하기 해 Cellular IP환

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QoS를 보장하기 해 

PRC와 핸드오  상태 머신을 추가하 다. Cellular- 

IP/PRC는 마이크로 이동성을 제공하기 해 제안된 구

조로써, 마이크로 셀룰라 네트워크에서 이동 노드의 

치 이동성이다. Cellular-IP/PRC는 핸드오  처리가 빠

르며 이동 노드의 치 이동을 신속하게 제어하고 매크

로 이동성 지원을 해 기존의 Cellular IP 네트워크와 

연동한다. Cellular-IP/PRC 환경은 하나의 Cellular- 

IP/PRC 게이트웨이가 리하는 Cellular IP 네트워크로 

구성되며, Cellular-IP/PRC 게이트웨이는 Cellular IP 

환경에서 FA의 역할을 담당하고, Cellular-IP/PRC 망

은 Cellular IP를 지원하는 이동성을 해 액세스 네트

워크에 게이트웨이 는 Cellular IP 노드가 추가된다.

Cellular-IP/PRC에서의 이동 노드는 활성 상태와 유

휴 상태 이외에 그림 5와 같이 핸드오  상태에서 3가지 

상태머신을 갖는다. 유휴 상태와 활성 상태에서의 동작

과정은 Cellular-IP에서와 동일하다. 그러나 Cellular- 

IP/PRC에서 이동 노드는 네트워크 내의 라우트 정보를 

제공하기 해 활성 상태  유휴 상태 모두에 해서 

“페이징-라우트-갱신 패킷”을 “페이징-라우트-갱신 시

간” 주기로 송한다. 한 핸드오  상태에서는 활성 

상태의 이동 노드에 한 핸드오 가 발생할 경우뿐만 

아니라, 유휴 상태의 이동 노드에 한 치이동시 련

정보를 제공하기 해 “핸드오 -상태 패킷”을 이동 즉

시 발생시켜 짧은 간격의 “핸드오 -상태-갱신시간” 주

기로 송한다.

HandOff

Idle Active

send handoff
state packets

send page-route-update 
state packets

send page-route-update 
packets when there is
no data to transmit

handoff
state packets sent

beacon received
from new BS

Packet received

active-state-timer expired

beacon received
from new BS

old-path-end
packet received

그림 5. 핸드오  상태 머신 캐쉬 다이어그램
Fig. 5 Handoff State Machine Cache Management 

State Diagram

Ⅳ. 셀룰라-IP/PRC 네트워크의 QoS

  라우  알고리즘에서 새로운 호가 셀 K의 기

지국에서 수락되었을 때의 간섭의 양을 고려하며, 기지

국 에서 참고문헌 [10,11]에서 을 참고 응용하

면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1)

여기에서 식 (1)의 우변의 분모에 가 없을 때 새로

운 호가 수락되지 않는 상태에서 통화 품질을 만족하기 

해서는  ≧  이어야 한다. 셀 k의 기지국

에서 새로운 이동 노드 x가 수락됨으로 인한 간섭의 증

가량 가 더해짐으로서 식(1)이  ≧ 가 

될 수 있다. 이때는 셀 는 통화 인 많은 가입자를 

해 특정 통화  가입자의 호가 회손된다. 따라서, 이러한 

통화 인 호를 회손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셀 의 

기지국들은 셀 k의 기지국으로 새로운 호를 수락하지 않

도록 신호 ()를 송해야 한다. 따라서, 셀 k의 기

지국은 자신의  가 새로운 호를 수락할 정도로 

충분히 여유가 있고, 인  기지국들로부터 부 신

호를 수신해야 이동 노드 x의 새로운 호를 수락하므로 

호 수락 제어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① 기지국Φ={1, 2, …K)이고, 기지국 ∈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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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국( = 1, 2, …l), ∈  ≦는 
주기 으로 PRC를 측정 갱신한다.

② 기지국 안의 이동 노드 x가 새로운 호를 요구함

과 동시에 기지국들로부터 수신한 일롯 력세

기 , 를 기지국 k로 송신한다.

③ 기지국 k는 이동 노드 x의 호가 수락되었을 때를 가

정하여 를 계산한다. 이때  ≦  

이면, 새로운 호를 차단하고, 아니면 

이동 노드의 송신 측 력 를 계산하고, 인  

기지국들에서 와 함께 송한다.

④ 인  기지국 는 수신한 이동 노드 x의 송신 

측 력 와 를 이용하여를 계산하고, 이

를 이용한 체 을 다시 계산한다. 이때 

 ≦  이면 를, 아니면 

를 기지국 k로 송신한다.

⑤ 기지국 는 인  기지국 로부터 부 를 

수신하면 이동 노드 x를 수락하고, 그 지 않으

면 새로운 호를 차단한다.

Ⅴ. 시뮬 이션 결과  QoS 성능 개선

이동 노드가 유휴 상태인 경우 Cellular-IP/PRC에서 

1개의 이동 노드가 T 시간 동안 액세스 네트워크 내에

서 “페이징-갱신 패킷”의 송비용 는 식 (2)와 

같이 나타낸다.

Q PUP=
S PUP×C PUP×T

T PU

(2)

여기서, 는  “페이징-갱신 패킷”의 송회수이

고, 는 “라우트-갱신 패킷”의 크기와 “페이징-갱

신시간”의 주기로 QoS을 개선한다.

그림 6에 의하면 Cellular IP와 Cellular-IP/ PRC 모

두에서 이동 노드의 수가 증가할수록 데이터 패킷량은 

감소한다. 이동 노드가 증가할 경우 Cellular-IP와 

Cellular-IP/PRC는 같은 형식으로 반비례하여 감소하

고, 동일한 조건일 경우 페이징 역 내에 기지국 는 

노드등 100개 이하인 경우에 Cellular-IP/PRC에서의 데

이터 패킷량이 Cellular-IP와의 세뮬 이션과는 훨씬 

작았다. 이를 종합하면 Cellular IP에서 페이징 역이 

네트워크 토폴로지 향에 따라 구성되지만 일반 으

로 m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Cellular IP와 

비교해서 가 개선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7은 이동 노드 변화에 따른 네트워크 내 제어패

킷의 양을 나타낸 것으로 액세스 네트워크 내의 체 

노드에서 PC를 가지고 있는 노드의 비율을 나타내며,  

제어 패킷량은 Cellular IP와 Cellular-IP/PRC 모두에서 

이동 노드의 수가 증가할수록 제어 패킷의 양이 데이터 

패킷에 비해 격히 감소한다. 한 Cellular-IP/PRC에

서는 제어 패킷이 격히 감소하지만 Cellular IP는 데

이터 패킷량과 비슷하게 감소되었다. 이 결과는 Cel-

lular IP에서 네트워크 내에 유휴 이동 노드가 증가할 

수록 이에 비례해서 제어패킷이 격하게 증가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Cellular-IP/PRC에서는 네트

워크 내의 활성 는 유휴 상태에서 이동 노드의 분포 

여부가 거의 향을 받지 않으므로 Cellular-IP/PRC가 

보다 데이터 패킷량에서 60Mbit에서 QoS가 안정 으

로 개선되었다.

그림 6. 이동 노드 증가에 따른 데이터 패킷량
Fig. 6 Data Packets Rate on The Increase Mobile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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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이동 노드 증가에 따른 제어 패킷량

Fig. 7. Control Packets Rate on The Increase Mobile Node

Ⅵ. 결 론

인터넷 통신망과 이동 통신을 무선 인터넷에 확장성 

있는 서비스 제공과 핸드오  치 리가 이동 IP 라우

 등 여러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셀룰라 IP

와 같은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QoS를 개선 연구한다.  

유선망에서 사용된 로토콜은 유선망를 기반으로 설

계되었기 때문에 무선 이동 네트워크에서 QoS 보장 문

제를 가지고 있으며, 유선 송에 기반한 Mobile IP는 

QoS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무선 이동 네트워크에서 

QoS을 향상시켰다. Cellular IP에서는 기지국에 IP 주

소가 할당될 경우 셀 간을 이동할 때마다 새로운 의탁 

주소를 할당받아 이를 HA에 등록해서 문제 을 해결

하기 하여 새로운 호 수락 방식과 셀 환경에서 QoS

를 보장하기 해 통합된 페이징 루  정보 리 캐시

를 사용하 다. Cellular IP 특성을 가진 Cellular 

-IP/PRC 네트워크를 제안하여 Cellular-IP/PRC를 Ce-

llular IP와 비교할 때 페이징-갱신 회수는 크지만, 반면

에 액세스 네트워크 내의 모든 이동 노드에 신속하고 

정확한 페이징이 가능하 다.  새롭게 수신되는 데이

터 패킷의 고속 라우 도 가능하 다. 인터넷으로부터 

첫 번째 수신 데이터 패킷을 한 라우 을 수행할 때 

제어패킷이나 데이터 패킷의 가 불필요하게 되므

로 네트워크 내에 신호 트래픽 부하가 안정 으로 감소

되었다.  Cellular-IP/PRC 노드는 Cellular IP 노드와 구

성  운용방법이 간단하고, 하나의 캐시만을 탐색함으

로써 노드 내의 처리시간이 단축되어 송 지연의 감소

로 QoS가 -60 Mbiit에서 개선되었다. Cellular-IP/ 

PRC는 이동 IP의 핸드오 와 치 리의 문제를 효과

으로 해결해  수 있었고 차등화된 핸드오  동안에 

이동 노드가 양쪽으로 데이터를 받음으로써 빠르고 부

드럽게 개선되어 수행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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