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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ny kinds of communication systems will be co-existed 
in the next generation communication environment. Location 
management will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strategies in the 
future communication network. Whether the user gets the 
service in any kind of communication system, it is required to 
know the location of the user properly and manages this 
location information efficiently. 

In this paper, mobile IP and WCDMA systems are 
considered as next generation communication systems. We 
improve the performance of communication in heterogeneous 
networks adjusting the conventional region-based location 
management strategy in homogeneous network. This strategy 
can be adjusted dynamically to the communication system on 
the basis of packet-to-mobility ratio (PMR) in mobile IP system 
or call-to-mobility ratio (CMR) in WCDMA system, lots of 
different system parameters, and movement pattern of the user. 
This can be also based on the performance analysis with 
considering signaling cost and database access cost. 

 

I. 서론 
 

Telecommunication 기술의 발달로 인해 통신의 질과 

서비스 contents 들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언제 

어디서든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특성을 갖는 PCS 를 넘어 다음 세대의 새로운 통신 

시스템들이 topic 이 되고 있다. 특히 mobile IP 와 

WCDMA 시스템은 다음 세대의 통신환경에서 매우 

주목할만한 기술들이다.  

HMIP(Hierarchical Mobile IP)는 이동 node 의 이동 

성향에 관한 특성에 착안한 방법으로 Mobile IP 에 

지역성(Locality) 개념을 추가하여, 어떤 영역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local 이동성을 총괄하는 MAP (Mobility 

Anchor Point)을 그 영역 내부와 외부의 경계에 

둠으로써 경계지점에서 주소 mapping 을 처리하고, 이동 

node에 대해서는 임시 home agent 역할을, home agent에 

대해서는 이동 node 역할을 처리하도록 한 기술이다[1].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 이동 발생시 홈 등록을 위한 

signaling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다.  

WCDMA 시스템에서 지역은 인접한 cell 들로 

나뉜다[2][3][4]. 일반적으로 여러 cell 들이 하나의 location 

area(LA)를 구성한다. 이런 LA 의 경계선을 사용자가 

지날 때 등록 절차가 수행된다. mobile switch center 

(MSC)는 wired network와 wireless network를 연결해주는 

bridge 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일반적으로 하나의 

MSC는 여러 개의 LA들을 관리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종 망 간 통신시 사용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찾아내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특정 movement pattern 을 갖는 사용자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각 사용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LA 들을 묶어서 어떤 region 이라고 정의하는 형식이 

주요 개념이다. 사용자가 같은 region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registration 을 줄임으로써 그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여기서는 어떤 상황에서 registration을 억제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논하며 location tracking 을 위한 

mechanism 을 제안할 것이다. 주요 논점은 사용자의 

movement behavior 의 장점을 취하여 효율적인 location 

strategy 를 제안하고, centralized HLR 대신 distributed 

HLR 들을 사용하며, registration 비용을 줄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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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 과 CMR 을 이용하는 것이다. 제안된 strategy 들은 

region 의 개수, 사용자의 이동 횟수, 상위 lavel 과 하위 

level 간의 signaling cost 등과 같은 system parameter들에 

근거하여 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II. Processing Flow 
 

제안된 strategy 의 registration 과 location tracking 의 

processing flow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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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registration 절차  

        (a) Intraregion registration process  

        (b) Interregion registration process  

 

우선 location registration 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사용자가 새로운 LA 로 들어가면, 새로운 LA 의 ID 를 

수신하여 단말기 내의 단말기 테이블의 last visited LA 

항목에 이를 저장한다. 단말기는 이 ID 를 사용하여 

새로 이동한 LA 가 어느 region 에 속해있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 단말기 내에 저장되어 있는 region 

테이블에서 associated LA 들과 비교한다. 사용자가 새로 

이동한 LA 가 이전 LA 와 같은 hot region 내에 있고, 

단말기 내에서 계산한 CMR 값이 단말기 테이블의 

CMR history 항에 저장되어 있는 기준값 보다 더 

낮다면 등록 절차가 수행되지 않는다. 그 이외의 

경우에서는 그림 1 에 설명된 것처럼 등록 절차를 

수행한다. 그 절차들은 다음과 같다.  

① 사용자가 새로운 LA로 이동하면 단말은 새로운 

LA 의 VLR 또는 AR 에 자신의 주소와 이전 RS, 현재 

RS 의 정보를 포함한 메시지를 전송한다. 자신의 

주소와 이전 RS 의 정보는 단말 테이블에서 얻고, 현재 

RS의 정보는 region 테이블과 비교하여 얻는다. 

 ② 사용자가 이동한 LA 의 VLR 또는 AR 은 

새로이 이동한 사용자가 이제 자신의 관리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자신의 테이블의 정보를 

갱신한다. 그리고 나서 사용자의 주소, 이전 RS, 현재 

RS 의 정보를 포함한 메시지를 그 메시지에서 지정하고 

있는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RS로 전송한다.  

 ③ 현재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RS 는 

자신의 RS table 에 있는, 그 사용자의 최신 LA 정보를 

저장하는 recent LA 항을 갱신한다. 또한 수신 받은 

등록 메시지에서 이전 RS 의 정보를 알아내어 사용자가 

동일한 region 안에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사용자가 동일한 region 안에 있는 경우에는 등록 

메시지에서 알려준 이전 RS 정보와 VLR 이나 MAP 에 

저장되어 있던 현재의 RS 정보가 같다. 이 경우 

VLR 이나 MAP 은 등록 메시지에 대한 ACK 메시지를 

단말로 전송하고 단말의 이동으로 인한 등록 절차가 

종료된다. 반면 사용자가 이전 region 과는 다른 

region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④ 현재의 RS 는 RS 테이블의 CMR history 항에 

저장된 기준값보다 사용자의 CMR 값이 더 큰 경우에 

home PS 로 사용자의 주소와 현재의 RS 정보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전송한다. 사용자의 home PS 의 

주소는 RS 테이블의 home PS 항에서 얻을 수 있다.  

 ⑤ 현재의 RS 는 수신된 메시지에서 이전 RS 라고 

지정한 RS 로 사용자의 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송한다.  

 RS⑥ 가 등록 정보에 대한 ACK 메시지를 단말로 

전송한다. 단말은 이 ACK 메시지를 수신하여 자신의 

단말 테이블 상의 last visited RS 항목을 새로운 값으로 

갱신한다.  

다음으로 location tracking 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그림 2에서처럼 location tracking 절차가 수행된다. 

그 절차들은 다음과 같다. 

 ① 호를 발생시킨 단말은 자신의 현재 VLR 이나 

AR에 호를 연결하고자 하는 단말의 주소를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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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LR② 이나 AR 은 연결하고자 하는 단말의 home 

PS 의 주소를 얻기 위해 GTT 를 실행하는 고정된 

스위치로 연결하고자 하는 단말의 주소를 전송한다.  

 ③ 연결하고자 하는 단말의 위치를 탐색하기 위한 

요청 메시지가 home PS로 전달된다.  

 home PS④ 는 PS 테이블 상의 recent RS 와 

associated RS 항의 정보를 이용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단말의 현재 RS를 탐색하여 알아낸다.  

 ⑤ 탐색된 RS 는 RS 테이블 상의 recent LA 와 

associated LA 항의 정보를 이용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단말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LA 를 찾아낸다. 그러면 그 

LA 안의 VLR 이나 AR 은 연결하고자 하는 단말이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영역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paging 메시지를 뿌린다.  

 ⑥ 연결하고자 하는 단말이 LA 안에 있으며 현재 

메시지를 수신 가능한 상태라면 자신의 주소를 

상대방의 VLR이나 AR로 전송한다.  

 ⑦ 두 단말이 통신할 수 있도록 트렁크가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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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location tracking 절차  

 

III. Location management 
 

위치 정보 관리란 한 cell 에서 다른 cell 로 

이동하는 사용자 간 통신을 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registration 과 location tracking 이 location management 를 

지원하기 위한 두 가지 process 들이다. registration 은 

사용자의 위치와 관련된 정보를 update 하는 

process라면, location tracking은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찾아내는 process이다.  

Mobile IP 와 WCDMA 등 이종 망에서 특정 

movement pattern 을 갖는 사용자들에 초점을 맞추어 각 

사용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지역들을 묶어서 동적으로 

그 사용자의 region 을 정의한다[4]. 사용자가 같은 region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엔 registration 횟수를 줄임으로써 

등록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위치 정보 관리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mobile IP 환경에서는 

CMR, WCDMA 환경에서는 PMR 에 따라 등록방법을 

동적으로 선택하는 mechanism을 제안한다. 이때 일정한 

시간 동안 사용자가 region boundary 를 crossing 한 

횟수를 λm, 일정한 시간 동안 사용자에게 걸려온 

incoming circuit-switched service call 의 수를 λc, 일정한 

시간 동안 사용자에게 걸려온 incoming packet-switched 

service call의 수를 λp라고 할 때, CMR = λc / λm ,   PMR 

= λp / λm 이라고 나타낼 수 있다. 

 사용자의 movement behavior 에 따라 효율적인 

location strategy 를 제안하고, centralized HLR 이나 HA 

대신 distributed HLR/HA 를 도입하고, region 을 관리할 

목적으로 mobile IP에서는 MAP계층을, WCDMA에서는 

RS (region server)계층을 도입하여 사용한다. 또한 

제안된 strategy 들은 region 의 개수, 사용자의 이동 횟수, 

상위 level 과 하위 level 간의 signaling cost 등과 같은 

system parameter 들에 근거하여 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III. Simulation 
 

mobile IP 와 WCDMA 각각의 환경에서 제안한 

location management 방법을 사용했을 때 기존의 

registration 및 location tracking 방식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location management 에 드는 total signaling 
traffic 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비교한다. 이때 

registration option은 4가지 인데 각각 

method 1 : PS 로의 등록 ( ) ③  

method 2 : 등록하지 않음  

method 3 : RS/MAP 으로의 등록 +  

PS로의 등록  (  + ) ① ②  

method 4 : RS 로의 등록 ( ) ①  

이다. 

그림 3 의 그래프들은 이런 결과의 한 예를 

보여준다. WCDMA와 mobile IP 에서 각각의 경우 CMR 

값에 따라 제안한 registration option 을 단독으로 

적용했을 때 기존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와의 cost 

차이와 각 option 중 CMR 에 따라 기존 방법 대비 cost 

차이가 가장 큰 것을 선택했을 때의 cost ratio의 변화를 

보여준다. 여기서 cost ratio 는 location management 에 

드는 총 비용을 근거로 산출했다.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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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에 드는 총 비용을 CT 라고 하면, 

registration 에 드는 비용을 CR, location tracking 에 드는 

비용을 CL이라 할 때 이 두 parameter와 관련하여, CT = 

λcCL + λmCR 또는 CT = λpCL + λmCR 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cost ratio 는 mobile IP 의 경우  (λpCL + 

λmCR)suggested/(λpCL + λmCR)mobile IP, WCDMA의 경우 (λcCL + 

λmCR)suggested/(λcCL + λmCR)WCDMA 라고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에서 CMR 이 낮은 경우엔 method 2 를, CMR 이 

높은 경우엔 method 3 을 적용했을 때 cost 가 최소가 

된다. 즉, 사용자의 이동 횟수가 incoming circuit-switched 

service call 또는 packet-switched service call에 비해 많은 

경우엔 등록 횟수를 가능한 줄임으로 등록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여 전체 location management 비용을 

줄인다. 반면 사용자의 이동 횟수보다 incoming circuit-

switched service call 또는 packet-switched service call 이 

많은 경우엔 모든 계층에 항상 등록하여 언제든지 

사용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location tracking 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어떤 CMR 값을 갖는 경우라도 그에 따라 

signaling traffic 을 최소로 하는 방법을 동적으로 

선택하여 전체 location management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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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3 4 가지 등록 방법을 사용한 경우의 cost 

ratio 와 minimal cost 

V. 결론 

 

이 논문에서는 유무선 통합 망 환경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종 망 간 통신이 항상 자유로울 

수 있도록 사용자의 이동성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망 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위치 정보 관리 모델을 정립하였다. 특히 

WCDMA 와 mobile IP 라는 두 가지 시스템 환경을 

고려하여 두 환경 모두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후 이종 망 간 통신 환경에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자의 이동 성향과 CMR, PMR 과 같은 user-based 

information 에 따라 region 과 등록 방법을 동적으로 

적용하여 전체 위치 정보 관리에 드는 시간을 최소화 

하는 scheme 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다. 

기존 방법을 사용한 경우의 위치 정보 관리에 드는 

비용과 제안한 방식을 사용한 경우에 드는 비용을 

CMR 값에 따라 비교하는 simulation 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기존 방식에 비해 20% - 90% 정도 cost 가 

절감됨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단일 망 내에서의 

통신만을 수행하는 경우보다 이종 망 간 통신으로 인해 

늘어나는 traffic 과 서비스들로 인한 network 용량의 

부족 현상을 완화하는데도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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