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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and Evaluation of Fast-Handover Mechanism Between 

Hetrogeneous Networks Considering the Location Management in PMIP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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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wireless Internet become more widely accessible, variety of Internet services can be used without limitation of location. 

However, existing mobility management methods such as MIP and PMIP of IETF requires the load of heavy protocol stack on the mobile 

nodes or the addition of components such as LMA and MAG. In this paper, we proposed the location management technique in the 

PMIPv6 and Fast Handover technique. according to the moving pattern of the node, the location management technique proposed in order 

to adjust the paging area dynamically. The Fast Handover technique applied MIH technology and it reduced the handover signal 

processing time between heterogeneous network. The location management cost in the environment which the node moves in order to 

evaluate this and handover delay time was calculate. The proposal technique was efficiently more evaluated than PMIPv6 with the 

smallest 29% and maximum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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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활성화 되면서 재 많은 사용자들은 공간에 제약 없이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기

존의 모바일 노드의 이동성 보장을 한 IETF의 MIP, PMIP 등과 같은 이동성 리 기법들은 모바일 노드에 무거운 로토콜 스택을 탑재하

게 하거나 LMA, MAG 등과 같은 신규 구성 요소 추가 등의 문제 을 안고 있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PMIPv6에서의 치 리기법과 

Fast Handover 기법을 제안하 다. 치 리기법은 노드의 이동패턴에 따라 페이징 역을 동 으로 조정하도록 제안하 고, Fast Handover 

기법은 MIH 기술을 용하여 이 기종 네트워크간의 핸드오버 신호 처리 시간을 단축하 다. 이를 평가하기 해 노드가 이동하는 환경에서의 

치 리비용과 핸드오버 지연시간을 계산하 고, 제안기법이 PMIPv6보다 최소 29%, 최  83% 더 효율 으로 평가되었다.

키워드 : PMIPv6, 빠른 핸드오버, 치 리, MIH

1. 서  론6)

유·무선 통신발달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게 개

발 되었고, 무선인터넷 환경을 통해 다양한 IP 기반 서비스

에 보다 쉽게 근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무선인터넷의 

지속 인 발달로 인터넷 환경이 보다 자유로워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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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AN, WiBro 등과 같은 다양한 차세  무선 네트워크 기

술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무선 속 역도 차 확 되

는 추세이다. 이러한 기술들은 모바일노드(Mobile Node, 

MN)가 네트워크 간 이동에 있어 여 히 많은 제약이 따르

며 사용자에게 끊김없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다른 기술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IETF에서는 NetLMM(Network-based Localized 

Mobility Management) WG을 신설하여, Proxy Mobile 

IPv6(PMIPv6)가 제안되었다. PMIPv6에서는 MN이 어떠한 

IP 이동성 로토콜 시그 링에도 여하지 않으며, MN에

서 수행하던 이동성 리를 통신사업자가 리하는 네트워

크에서 처리한다. 따라서 MN에 복잡한 표  사양이 탑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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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default configuration of PMIPv6

어야 하는 MIPv6의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PMIPv6에서도 MIPv6의 문제를 모두 해결한 것은 아니다.

PMIPv6에서는 MN이 이동시 에이 트들은 여 히 치

등록을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치등록은 MN의 통신 여부

와 상 없이 수행된다. 한 이 기종 네트워크간의 핸드오

버를 수행 할 때 PMIPv6에서도 신호 지연으로 인한 데이터

의 손실  순서 뒤바뀜 상이 일어날 수 있다[1].

한, 기존의 연구된 치 리비용에 한 연구  핸드

오버의 연구에서는 비용만을 고려하여 핸드오버 속도가 늦

어지거나 핸드오버의 지속시간 단축을 고려하여 비용을 지

나치게 소모하는 문제  들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보완을 해 PMIPv6 환경

에서 MN의 통신  이동패턴에 따라 페이징 역을 동

으로 조정하여 치 리비용을 감할 수 있는 치 리기

법을 제안하고 PMIPv6를 바탕으로 하  매체의 특성에 제

약 없이 이 기종 네트워크간의 핸드오버 지원을 한 기술

인 MIH 기술을 용하여 이 기종 네트워크간의 핸드오버를 

할 때 따르는 신호 처리 시간을 여 핸드오버 지연시간을 

단축하기 한 Fast Handover 기법을 설계 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기존의 이동성 리기법과 

PMIPv6, MIH를 분석하고, 3장에서는 제안기법의 설계를 

한 시스템 구성과 동  페이징 치 리기법  이 기종 망

간의 Fast Handover 기법을 설계 하고 4장에서는 제안기법

의 성능평가와 ·고속 이동 환경에서의 효율성 평가를 한

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련 연구

2.1 이동성 리기법

MN는 기존의 망에서 새로운 망으로 이동하게 되면 

TCP/IP 연결이 끊어지게 된다. 따라서 패킷의 지연, 손실과 

같은 원인으로 인해 TCP/IP 세션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문

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해 IP 이동성을 

보다 강화시킨 다양한 리기법이 나타난다. IP 이동성 리

기법은 호스트 기반과 네트워크 기반 IP으로 구분된다[2,3].

Mobile IP는 호스트 기반의 이동성 리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연구를 통해 많은 문제 이 개선 지만,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다. 비교  부피가 큰 

Mobile IP를 비교  소형인 MN에 탑재하여 바인딩 리 

메시지를 직  처리하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증가하는 단

을 가지고 있다.

네트워크 기반 이동성 리기법은 네트워크의 액세스 라

우터(Access Router, AR)가 단말로부터 들어오는 다양한 상

태정보를 이용하여 핸드오버에 한 다양한 정보가 수되

면 AR은 MN 신 단말의 치 변경 정보를 홈 에이 트

(Home Agent, HA)에게 직  송하여 핸드오버를 수행하

는 방식이다. MN는 이동성 리 로토콜을 탑재하지 않아

도 핸드오버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MN와 AR 사이에서 발

생되는 다양한 시그 링 메시지는 필요 없다.

2.2 PMIPv6(Proxy Mobile IPv6)

MIPv6는 MN의 이동성을 보장하는 호스트 기반의 이동

성 로토콜이다. 하지만 MIPv6는 MN와 HA간의 시그

링 메시지를 직  교환하여 MN의 치 정보를 바인딩 과

정을 거쳐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MN에 MIPv6 로토콜 

스택을 탑재해야하기 때문에 단말기의 원가 상승과 로토

콜에 한 부담이 커진다. 이를 보완하고자 IETF에서 네트

워크 기반 이동성 로토콜인 PMIPv6를 표 화 하 다. 

PMIPv6는 MN의 이동성 리를 PMIPv6의 구성 요소인 

MAG(Mobile Access Gateway)가 MN 신 연결 설정을 

하는 방식으로, MN이 직  핸드오버에 여하는 것이 아

니라 네트워크 구성 라우터 등이 직  바인딩 련 메시지

를 교환하므로 MN이 직  담당했던 다양한 시그 링 처리

에 한 부담을 일 수 있으며 MN에 이동성 리를 한 

로토콜 스택이  필요하지 않다. Fig. 1은 PMIPv6의 

기본 구성도 이다[4].

• LMA : PMIPv6 도메인에 치하는 임의의 MN의 HA로

서 MN의 이동성 바인딩 정보를 리한다. LMA(Local 

Mobility Anchor)는 RFC 3775에 정의된 HA의 기능을 

모두 지니고 있다.

• MAG : 엑세스 라우터에 PMIPv6을 하여 추가기능으로 

MN이 임의의 AL에 연결될 때 MN를 신하여 이동성 

련 신호를 처리한다. 주로 AR에 그 기능이 치한다.

따라서 MN이 PMIPv6 도메인 내에서 어디로 이동하든지 

상 없이 하나의 네트워크 계층 안에 있는 것처럼 동작하게 

하여 이동성을 제공해 다 [5,6].

2.3 MIH(Media Independent Handover)

IEEE 802.21 WG에서 표 화하고 있는 기술로써 서로 다

른 이 기종 네트워크 망간의 핸드오버를 할 때 QoS를 보장

하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하부의 PHY 계층  

MAC 계층과 상 의 이동성 로토콜 상호간에 효과정인 

정보를 한 시 에 달하고, 특정 통신 미디어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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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configuration and function of MIH

타입 메시지 명 설 명

Predictive Link_Going_Down
MN의 신호가  

작아짐을 감지

State 

Change

Link_

Detected
새로운 L2 연결 발견

Handover

Command
MIH_Initiate

핸드오버 실행 개시  

제안하는 네트워크 와 

PoA(AP/ BS) 달

Handover

Command
MIH_Prepare

새로운 네트워크에 한 

핸드오버 비 요청

Table 1. MIHF Event Messages

Fig. 3. State transition diagram of MN

성 로토콜에 종속 되지 않는 범용 인 수직 무결 성 핸

드오버 기술이다. MIH는 MN이 각기 다양한 네트워크 형식

에 구애 받지 않고 MIH 스택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네트워

크 망간의 핸드오버가 가능하다.

한 PMIPv6의 Seamless한 핸드오버를 해 MIH를 활

용한 연구들은 이미 되어 있으나 치 리비용과 핸드오버 

지연시간을 함께 고려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를 고려한 연구를 하 다[7,8].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MIH는 이 기종 네트워크 망간의 

핸드오버를 지원하기 하여 MIHF를 다음과 같은 분류를 

통하여 정의 하고 있다[9].

• MIES : 물리계층과 제어계층에서 발생하는 상태변화를 

상 계층에 달한다.

• MICS : 상  계층의 동작 결정 내용을 하 계층에 달

하고 이를 실행시킨다.

• MIIS : 핸드오버를 결정하기 한 다양한 네트워크 상태 

정보를 수집한다.

Fig. 2는 MIH 구성과 기능에 한 그림이다[10].

이와 함께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주요 MIHF의 이벤트 

메시지는 Table 1과 같다.

3. 제안기법 설계

3.1 시스템 구성

LMA는 PMIPv6 도메인내의 경계 라우터에 치하고 있

으며, BCE(Binding Cache Entry)에 PMIPv6 도메인 내의 

MN에 한 바인딩 정보를 가지고 있다. LMA와 MAG의 

바인딩 정보 의 MN의 상태정보는 MN의 통신 상태에 따

라 활성모드와 유휴모드로 구성된다. Fig. 3은 MN의 상태 

이도이다.

각 모드는 유휴 타이머 값에 의해 결정되며, 유휴 타이머

는 노드가 통신하지 않을 때 작동된다. 유휴 타이머 값이 

만료 되어 통신상태가 지속되지 않으면 유휴모드, 노드가 

데이터를 송·수신하면 노드의 상태는 유휴모드에서 활성모

드로 환된다.

LMA는 각 MN에 한 평균 세션 도착시간  평균 서

넷 상주시간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MN의 평균 세션도

착시간  평균 서 넷 상주시간은 통계 인 측정값을 통해 

구 이 가능하다[11]. Fig. 4는 본 논문에서 사용될 PBU 

(Proxy Binding Update)의 메시지 형식이다.

수정된 메시지 형식은 기존의 PBU 메시지에 유휴모드를 

지시하기 한 ‘D’ 래그 비트를 추가한다. ‘D’비트가 설정

되면 메시지를 받은 LMA는 해당 노드의 상주시간 비율

(SMR : Session to Mobility Ratio) 값을 이용하여 최 의 

페이징 역을 계산하고, 페이징 역 MAG 리스트를 AAA 

서버에 송한다.



222  정보처리학회논문지/컴퓨터  통신 시스템 제1권 제3호(2012. 12)

Fig. 4. PBU message formats modified

Fig. 5. Dynamic Paging Location Registration Procedure

3.2 동  페이징 치 리기법 설계

의 시스템 구성을 기반으로 치등록 차는 MN이 새

로운 도메인에 진입하면 MAG는 이를 인지하고 서버에 인

증을 한 질의메시지를 송, 서버에서 인증 차가 성공

으로 수행되고, 응답 메시지를 통해 MN의 로 일을 송

한다.

MAG는 LMA에게 PBU 메시지를 송하며, PBU를 수신

한 LMA는 해당 MN에 한 BCE를 생성하고, LMA는 

HNP(Home Network Prefix)가 포함되어 있는 PBA(Proxy 

Binding Acknowledgement) 메시지를 MAG에게 송, 

MAG는 PBA 메시지를 이용하여 MAG와 LMA간의 양방향 

터 을 생성하고, MAG는 MN의 HNP를 할당하는 라우터 

고 메시지를 MN에게 송한다. 여기까지 등록과정은 

PMIPv6와 같다.

하지만 MN의 유휴타이머가 만료되고 MN이 유휴모드에 

진입하게 되면 Fig. 5와 같은 동  페이징에서의 치등록 

차를 수행한다.

① MAG는 LMA 서버에게 ‘D’ 비트가 설정된 PBU 메시지

를 송, 해당 MN이 유휴모드 임을 알림 

② ‘D’ 비트가 설정된 PBU 메시지를 받은 LMA 서버는 해

당 노드의 SMR값을 이용하여 최 의 페이징 역을 계

산하고, 페이징 역에 속하는 MAG들의 리스트를 AAA

서버에 송

③ 유휴모드에 있는 MN이 동일 페이징 역 안에서 이동

할 경우, MAG는 서버와 인증 차만 수행

④ MN이 다른 페이징 역 이동시 MAG는 LMA와 등록

차를 수행, MN의 상태를 활성모드로 변경

3.3 이 기종 망간의 Fast Handover 기법 설계

이 기종 망으로 이동하는 MN이 PMIPv6에서 핸드오버를 

실행 할 때 끊김 없는 데이터 패킷의 수신과 핸드오버 지연

시간 단축을 목표로 한다.

1) WiBro 망에서 WLAN 망으로의 이동

본 논문에서는 PMIPv6 네트워크 환경을 바탕으로 MN이 

서로 다른 네트워크 형식을 지원하는 MAG 간을 이동할 때 

발생하는 핸드오버에 하여 가정한다.

IEEE 802.16(WiBro) 네트워크 기반의 P-MAG에서 IEEE 

802.11(WLAN) 네트워크 N-MAG로 이동 할 경우 주 의 

AP로부터 수신되는 Beacon Message를 통해 해당 AP와 주

변 AP들의 정보를 장하고 앞으로 핸드오버하게 될 AP에 

한 정보로 활용한다. Fig. 6은 WiBro 망에서 WLAN 망으

로 이동 차도이다.

WiBro에 속되어 있는 MN이 P-AP 로부터의 수신 신

호 감도가 임계치 값 이하로 떨어질 경우 MN는 MI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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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oving from WiBro to WLAN Operating procedures

LINK_GOING_DOWN 이벤트를 발생시킴과 동시에 핸드오

버를 한 비를 시작한다. 

이와 함께 이동하게 될 주변의 WLAN의 AP로부터의 

Beacon Message를 수신하여 해당 AP의 정보를 습득한다. 

이때 신호 강도가 우수한 N-AP의 정보를 우선으로 습득한

다. 이는 앞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AP로 

단되기 때문이다.

이후 MN는 WiBro에서 정의하는 MOB_HO_IND 메시지

의 Target_BS_ID를 활용하여 N-AP의 MAC 정보를 담아 

P-AP에 송, 이를 수신한 P-AP는 MOB_HO_IND(MAC : 

N-AP) 메시지를 P-MAG에 알리고 P-MAG는 해당 MN의 

MAC 정보를 담아 MIH Command 메시지인 MIH_ 

Handover_Initiate 메시지를 LMA에게 송한다. 

이때부터 LMA는 P-MAG로 송할 데이터들을 N-MAP

와 PMIPv6 바인딩 업데이트가 끝날 때까지 버퍼링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LMA는 N-MAG에 MIH_Handover_Prepare 메

시지와 함께 N-MAG에 핸드오버하게 될 MN의 MAC 정보를 

비롯한 련 정보를 송하고 N-MAG와 PBU를 실행한다. 

바인딩 업데이트가 끝난 뒤 LMA에 버퍼링 되어 있던 데

이터를 N-MAG에 송하고 N-MAG는 MN이 연결될 때까

지 데이터를 버퍼링 해두었다가 MN이 N-MAG에 등록 되

면 장된 데이터를 송한다.

2) WLAN 망에서 WiBro 망으로의 이동

WLAN 망에서 WiBro 망으로 이동할 경우 WLAN 망에 

속되어 있는 MN이 P-AP로부터의 수신 신호 감도가 임

계값 이하로 떨어질 경우 핸드오버를 한 비를 시작하며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단되는 주변의 WiBro 망의 

AP로부터의 MOB_NBR_ ADV 메시지를 수신하여 해당 

AP의 정보를 습득한다. 

WLAN 네트워크에 속되어 있는 MN이 P-AP로부터의 

수신 신호 감도가 임계값 이하로 떨어질 경우 MN는 MIH

의 LINK_GOING_DOWN 이벤트를 발생시킴과 동시에 핸드

오버를 한 비를 시작한다. 

이와 함께 이동하게 될 주변의 IEEE 802.16 AP 로부터

의 MOB_NBR_ADV 메시지를 수신하여 해당 AP의 정보를 

습득한다. 이때 신호 강도가 우수한 N-AP의 정보를 우선으

로 습득한다. 이는 앞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AP로 단되기 때문이다.

이후 MN는 Beacon Response Message에 N-AP의 MAC 

정보를 담아 P-AP에 송한다. 이를 수신한 P-AP는 메시

지를 P-MAG에 알리고 P-MAG는 해당 MN의 MAC 정보

를 담아 MIH Command 메시지인 MIH_Handover_Initiate 

메시지를 LMA에 송한다.

Fig. 7은 WLAN 망에서 WiBro 망으로 이동의 동작 차

도이다.

이때부터 LMA는 P-MAG로 송할 데이터들을 N-MAP

와 PMIPv6 바인딩 업데이트가 끝날 때까지 버퍼링하게 된

다. 이와 동시에 LMA는 N-MAG에 MIH_Handover_ 

Prepare 메시지와 함께 N-MAG에 핸드오버하게 될 MN의 

MAC 정보를 비롯한 련 정보를 송하고 N-MAG와 

PBU를 실행한다.

바인딩 업데이트가 끝난 뒤 LMA에 버퍼링 되어 있던 데

이터를 N-MAG에 송하고 N-MAG는 MN이 연결될 때까

지 데이터를 버퍼링 해두었다가 MN이 N-MAG에 등록 되

면 장된 데이터를 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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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oving from WLAN to WiBro Operating procedures

Fig. 8. Hexagon fluid flow model

4. 제안기법 평가

4.1 제안기법의 성능평가

1) 성능평가를 한 제안기법 모델 구조

본 논문에서는 제안기법의 성능분석을 해 정육각형 유

체유동(fluid flow) 구조의 네트워크 모델을 사용한다. 

PMIPv6 도메인 역은 서 넷 역의 집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벌집모형의 모델은 평면에 겹치는 공간이 없고 원

형에 가깝게 도식화 하는데 유리하므로 이동성 모델에 자주 

사용된다.

모든 서 넷의 크기는 동일한 모양, 동일한 크기를 가진

다고 가정하고, Fig. 8은 동일한 크기의 정육각형으로 표시

할 수 있다[12].

서 넷의 둘 를 l이라고 가정하면, 서 넷의 면  는 




이 된다. 제안기법에서 페이징 역은 서 넷의 집합

이라고 볼 수 있으며, PMIPv6 도메인 역의 부분집합이라

고 볼 수 있다. 페이징 역의 앙의 서 넷을 Ring 0, 

앙을 제외한 나머지 주변의 6개의 서 넷을 Ring 1이라 하

고, Ring 1의 셀은 모두 ‘1’로 표시된다. 식(1)은 Ring R개를 

가진 PMIPv6 도메인의 체 서 넷의 수 를 구하는 

식이다.

  




        (1)

한, 식(2)는 Ring r개를 가진 페이징 역의 둘 를 구

하는 식이다.

                       (2)

한 도메인 내 각 MN는 PMIPv6의 서 넷을 단일분포

를 따라 [0z, 2π] 사이를 이동 할 때, 를 MN의 평균속도, 

를 MN의 도라고 가정하면, MN의 각 교차율은 서 넷

은 =


, 셀(Cell)은 =


, 도메인은 =


로 나

타 낼 수 있다[6,14].

이와 함께 Lc, L(R), ρ(mobiles/m2)는 각각 셀의 둘 , 도

메인의 둘 , MN들의 도를 나타내며 도메인 둘 의 길이

는 식(3)과 같다.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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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 설    명

  MN의 평균 바인딩 갱신 비율

  서 넷의 면

  서 넷의 둘

  페이징 역의 둘

  MN의 상태가 활성상태일 확률

  MN의 평균 세션 도착 시간

  MN의 서 넷 평균 상주시간

  MAG와 서버간의 평균 거리(hop의 수)

  MAG와 LMA간의 평균 거리(hop의 수)

  치등록비용을 한 비례상수

  터 링 설정비용을 한 비례상수

Table 2. The parameters for the cost calculation

2) 치 리비용 제안기법 성능분석

PMIPv6와 동  페이징을 지원하는 제안기법의 치 리

비용 계산식을 해 각각의 치 리비용을 구하기 해 

Table 2와 같은 매개변수를 정의한다. 

제안기법에서는 치 리비용은 감소하지만, 상 노드

(Correspondent Node, CN)가 MN에게 패킷을 송하는 경

우 페이징을 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계산식은 치등

록비용과 페이징비용으로 구성한다[13].

MN의 세션도착시간은 포아송 로세스를 따른다고 가정

하고, MN의 서 넷 상주시간은 평균 


과 분산 을 갖

는 감마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이 분포의 라 라스-스

틸체스 변환은 다음과 같다.


  


  





      (4)

식(5)는 두 세션도착 시간 사이 MN이 K개의 서 넷 경

계를 지나갈 확률, 를 구하는 식이다[14].

 









 




    






 
 


    
       (5)

여기서 는 SMR값이며,  


이 된다. 식(6)은 두 세

션도착 시간동안 MN이 이동 한 서 넷의 수 를 구하는 

식이다.

  ⌈∞ ∙⌉               (6)

MN의 이동방향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페이지 역내의 

서 넷의 수 는 PMIPv6 도메인 체의 서 넷 수보다 

크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min                  (7)

  min            (8)

한, 식(7)을 이용하여 MN의 페이징 역 교차율 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9)

PMIPv6의 경우 MN이 이동 할 때마다 MAG가 치등록

을 수행하므로, 식(9)를 이용하여 구한 PMIPv6의 치 리

비용 은 다음과 같다.

    ×
⋅⋅⋅⋅ 

           (10)

식(10)은 MAG와 LMA에 치등록  터 링 수행에 드

는 비용과 MN이 바인딩 정보를 갱신을 하는 경우 발생하

는 치등록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안기법의 경우 MN

은 페이징 역 내에서 이동할 경우 LMA에 치등록을 수

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식(10)을 이용한 제안기법의 치

리비용은 다음과 같다.


        ⋅  
⋅⋅⋅  ⋅⋅  
    ⋅⋅⋅⋅

     (11)

식(11)은 각각 MN이 유휴상태, 활성상태일 때 치등록

비용, 그리고 MN이 유휴상태일 때 데이터 송수신에 의해 

발생하는 치등록비용  페이징 비용으로 구성된다. 정  

페이징의 경우 MN의 페이징 역 교차율 ′는 다음과 같

이 정리된다.

′ 


                 (12)

식(11), (12)를 이용하여, 정  페이징의 치 리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 
⋅⋅⋅  ⋅⋅ 
    ⋅⋅⋅⋅

     (13)

Table 3은 성능분석 한 매개변수 이다[11,13,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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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 값 매개변수 값

 0.01∼100  0.1

 10~100  0.01∼100

 100  4

 10  16

  31∼111  10

 0.2  3

 100  0.05

Table 3. Set parameters for performance analysis

NAP1 MN에서 P-AP로 MOB_HO_IND

NAP2 P-AP에서 P-MAG로 MOB_HO_IND

NAP3 MN에서 P-AP로 Beacon Response

NAP4 P-AP에서 P-MAG로 Beacon Response

L2 MN에서 L2 Handover

AP1 MN이 AP로의 Attach

AP2 AP에서 MAG로 Attach

RA1 MAG에서 AP로 RA

RA2 AP에서 MN로 RA

ARE MAG에서 서버로 인증요청

ARP 서버에서 MAG로 인증응답

HI P-MAG에서 LAM로 MIH__Initiate

HP LMA에서 N-MAG로 MIH__Prepare

PBU Proxy Binding Update

PBA Proxy Binding Ack.

Table 4. Message transmission Delay time parameters

Fig. 9. Location management cost and delay Time in 

Low-speed environments

3) Fast Handover 제안기법 성능분석

핸드오버 지연시간은 L2 핸드오버 개시를 기 으로 하며 

MN이 치등록을 마칠 때까지 소요되는 지연시간을 비교한

다. 이와 함께 핸드오버에 여한 MN와 LMA, MAG, CN, 

HA는 모두 MIH 스택을 탑재하고 있다. 한 크기가 작은 

핸드오버의 제어 메시지 송 지연시간과 각각의 노드에서의 

발생하는 처리 지연시간은 고려하지 않는다. Table 4는 성능

평가를 하여 지연시간에 한 매개변수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과 PMIPv6 핸드오버의 지연

시간 DtHo는 식(14), (1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PMIPv6 :DtHo=L2+AP1+AP2+ARE+ARP+RA1 +PBU 

+PBA+RA2                           (14)

• 제안기법 :DtHo=L2+NAP1(NAP3)+NAP2(NA P4)+

 HI+HP+PBU+PBA                    (15)

이를 유체유동 모델에 용, 핸드오버 지연시간 DT를 정

리하면 식(16)과 같다. N(A)는 셀의 면 이다.

 


               (16)

특히 제안기법에서 MN의 정보를 MOB_HO_IND에 담아 

사 에 LMA와 N_MAG에 송함으로써 기존의 PMIPv6에

서 MN의 로 일 획득과 인증을 한 AAA 서버와의 메

시지 송·수신 차를 생략하여 핸드오버 차를 간소화 하

다.

4.2 제안기법의 효율성 평가

PMIPv6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 비교를 

하여 치 리비용은 Table 3의 매개변수들을 식(11)에 

용하 고, 핸드오버 지연시간은 표 4의 라미터 값 들을 

식(16)에 용하여 도출하 다.

1) 속이동 환경에서의 제안기법 효율성 평가

Fig. 9는 속이동 환경에서 기존 PMIPv6와 제안기법에

서의 치 리비용과 지연시간을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MN의 이동속도에 따라서 10∼30km/h의 속 환경을 고려

하 다.

Fig. 9의 그래 를 보면 제안기법과 PMIPv6를 비교하면 

치 리비용은 최소 13%에서 최  59%가 약되고, 핸드

오버 지연시간은 최소 26%에서 최  36%가 단축 되어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그래 에서는 치 리비용이 증가하면 핸드오버 

지연시간은 감소하는 반비례 계를 가진다. 따라서 도출된 

지연시간과 리비용을 곱하여 시간비용을 도출하 다. Fig. 

10은 속 환경에서 기존의 PMIPv6의 기법과 제안하는 기

법의 시간비용이다.

Fig. 10의 그래 를 통하여 PMIPv6에 한 MN이 

10km/h∼30km/h의 속이동 환경에서 제안하는 기법이 기

존의 PMIPv6의 기법보다 최소 29%에서 최  80%까지 시

간비용이 낮음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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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mparison of time cost in Low-speed environments

Fig. 11. Location management cost and delay Time in 

High-speed environments

Fig. 12. Comparison of time cost in High-speed environments

2) 고속이동 환경에서의 제안기법 효율성 평가

Fig. 11은 고속이동 환경에서 기존 PMIPv6와 제안기법에

서의 치 리비용과 지연시간을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MN의 이동속도에 따라서 80∼100km/h의 고속 환경을 고려

하 다.

Fig. 11의 그래 를 보면 제안기법과 PMIPv6를 비교하면 

치 리비용에 한 차이는 약 77%∼79%가 약되고, 핸

드오버 지연시간은 약 26%∼27%가 단축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Fig. 12는 고속 환경에서 기존의 PMIPv6의 기

법과 제안기법의 시간비용이다.

Fig. 12의 그래 를 통하여 PMIPv6에 한 MN이 

80km/h∼100km/h의 고속이동 환경에서 제안하는 기법이 기

존의 PMIPv6의 기법보다 약 81%∼83%까지 시간비용이 낮

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Fig. 10, 12의 그래 를 통하여 PMIPv6 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치 리비용기법과 Fast Handover 기

법이 더 효율 임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MN이 이동시 에이 트들은 치

등록은 MN의 통신 여부와 상 없이 수행되어 불필요한 

치 리비용을 발생시키며, 이 기종 네트워크간의 핸드오버

를 수행 할 때 지연시간 단축을 하여 PMIPv6 기반에서 

이 기종 망간의 MN이 이동시에 소요되는 치 리비용과 

핸드오버 지연시간 단축을 하여 동  페이징을 용한 

치 리기법과 MIH를 이용한 Fast Handover 기법을 제안

하 다.

제안하는 Fast Handover 기법은 WLAN 환경에서 제공

하는 Beacon Message를 통해 주변 AP의 MAC 정보를 활

용하고 한 MIH의 LINK_GOING_DOWN 메시지를 바탕

으로 빠른 핸드오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하여 MN이 이웃한 

MAG로 이동시 사 에 LMA와 N-MAG 사이에 바인딩 업

데이트가 이루어지고 데이터를 미리 버퍼링함으로써 빠르게 

데이터 패킷을 송할 수 있다. 제안기법에 한 평가는 

속과 고속에서의 이동성을 바탕으로 성능 평가를 하 다.

한 동  페이징을 이용한 효율 인 치 리기법에서 

MN이 활성상태일 때 PMIPv6와 동일하게 LMA에 치등

록을 수행한다. 하지만, MN이 유휴상태일 경우에는 MAG는 

원거리에 치한 LMA에 등록하지 않고, MN의 통신  이

동패턴에 따른 동  페이징 기법을 이용하여 치 리비용

을 감소할 수 있다. 제안기법의 성능을 분석하기 하여 유

체유동 모델을 이용한 치 리비용 계산식을 구하 으며, 

수학 인 비용 분석 결과를 통하여 제안기법이 PMIPv6보다 

우수한 성능을 제공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평가에서 도출된 자료를 토 로 치 리

비용과 지연시간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MN의 이동

속도에 따라 최소 29%에서 최  83% 제안기법이 기존의 

PMIPv6 보다 더욱 효율 이다.

향후에는 본 연구를 토 로 실제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

여 Real-Model 기반에서의 실험  평가를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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