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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EEE 802.16 networks support mobile stations (MSs) to 
access broadband wireless networks while moving at a 
vehicular speed. However, IEEE 802.16 networks do not 
provide link layer native multicast capability because of point-
to-multipoint connection characteristic. Due to this feature, it is 
not easy to adopt protocols or applications which need native 
link layer multicast capability. In order to solve the multicast 
support problem, we use the built-in LAN emulation feature of 
IEEE 802.16 which is based on Convergence Sublayer (CS). 
Our proposed operational procedures support not only the 
delivery of link local scope multicast packets, but also the 
delivery of non-link local scope multicast packets such as site 
local or global scope multicast packets. We also present the 
method of forming multicast Connection Identifier (CID) 
which is used to transport IP packets over IEEE 802.16 
networks. 

 

I. 서론 
 

IEEE 802.16 네트워크는 휴대 단말이 차량속도로 이

동하면서 광대역 무선망에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한다 [1][2]. 그러나 단대단 연결특성을 가지는 IEEE 

802.16 망은 MAC 주소를 기반으로 한 링크계층의 멀티

캐스팅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IPv6 멀티캐스팅 기능

을 필요로 하는 프로토콜이나 응용을 유선망에서와 같

은 방식으로는 지원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IPv6 멀티캐

스팅 기능 지원 문제는 IEEE 802.16 자체에 내장된 기

능인 Convergence Sublayer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방향이 

모색되고 있다 [3]. 그러나, 현재까지의 제안된 방안은 

링크 로컬범위의 멀티캐스트 패킷을 전송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다 [4][5]. 실제로 IPv6 멀티캐스팅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링크로컬 범위뿐만 아니라 다

양한 범위의 가지는 멀티캐스트 패킷을 전송할 수 있어

야 한다. 추가로, 현재 국내에서 상용화 예정인 WiBro 

서비스에서 IPv6 서비스를 위해서 채용할 서브넷 모델

에 대해서 IPv6 멀티캐스트 패킷을 어떻게 전송할 것인

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IEEE 802.16 망 기반 WiBro 서비스 모델에서 다양

한 범위를 가지는 IPv6 멀티캐스트 패킷의 전달 절차에 

대해서 기술한다. 
 

II. IEEE 802.16 망 기반 IPv6 멀티캐스트 
패킷 전송 절차 

 

IEEE 802.11 과는 달리 IEEE 802.16 MAC 헤더에는 

MAC 주소가 없으므로, 링크계층 통신을 위해서 MAC 

주소가 아닌 16 비트 길이의 연결 ID (CID, Connection 

Identifier)를 사용한다 [2]. 현재 IEEE 802.16 기술을 이

용한 WiBro 서비스에서는 [그림 1]과 같은 IPv6 네트워

크 모델을 채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WiBro 네트워크 모델 기반 IPv6 멀티캐스트 패킷의 전

송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1]에서 각 IP 연결에 대해서 

하나의 CID 가 할당되고, 휴대 단말은 IP 패킷을 IEEE 

IEEE 802.16 망에서의 IPv6 멀티캐스트 패킷 전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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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16 L2 프레임내에 패킷을 인캡슐레이션 시켜서 기

지국 (Base Station)으로 전송한다. 패킷을 수신한 기지국

은 IEEE 802.16 L2 헤더를 제거한 후, 액세스 라우터로 

패킷을 전송하게 된다. 네트워크 상에서 기지국의 동작 

절차는 [그림 2]에 도시되어 있다. 

 

그림 1. IEEE 802.16 기반 IPv6 네트워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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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지국의 동작 절차 

 

III. IPv6 멀티캐스트 패킷 전송용 CID  
할당 방법 

 

본 절에서는 IEEE 802.16 망에서 IPv6 멀티캐스트 패

킷 전송용 CID (mCID)의 할당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

문에서는 [그림 3]과 같은 형태의 mCID 할당 방법을 

제안한다. IEEE 802.16 망에서는 16 비트의 CID 를 이용

하여 IP 계층 및 트랜스포트 계층의 패킷을 전송하기 

때문에, CID 의 형식을 변형하여 IPv6 멀티캐스트 패킷

을 구분하여 전송할 수 있다. 

mCID 는 mCID 프리픽스와 플래그 비트 M, 그리고 

스코프 필드로 구성된다. 11 비트 길이의 mCID 프리픽

스는 IEEE 802.16 MAC 프레임 안에 IPv6 멀티캐스트 패

킷이 포함되어 있음을 표시하기 위한 프리픽스 이고, M 

플래그는 IEEE 802.16 망의 Convergence Sublayer 중 

IPCS 와 Ethernet CS 를 구분하는 것으로, M 플래그가 1

인 경우에는 IPCS 가 사용되었음을 의미하고, 0 인 경우

에는 Ethernet CS 를 지칭한다. 스코프 필드는 IEEE 

802.16 MAC 프레임 안에 인캡슐레이션 되어있는 IPv6 

패킷의 목적지 주소의 스코프 필드와 동일한 값을 가진

다. 
11 1 4 

mCID prefix M scope 

그림 3. mCID 형식 

 

IV . 결론 
 

본 논문에서는 IEEE 802.16 망에서의 IPv6 멀티

캐스트 패킷의 전송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mCID 형식을 이용하면 제안된 다양한 스

코프를 가지는 멀티캐스트 패킷의 전송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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