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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휴  인터넷 기술은 모바일 환경에서 인터넷에 근하기 한 사용자들의 요구에서 시작되어 이를 

한 기술들이 끊임없이 연구되고 있다. 그  WiBro는 WiMax 포럼 안에 이동성을 지원하는 표 으

로 채택된 국내표 이다. 최근 사용자들은 이동하면서 멀티미디어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
가하고 이를 제공하기 한 기술인 MobileTV의 다양한 표 들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WiBro 한 이

러한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해 멀티캐스 과 로드캐스  기술은 반드시 지원되어야 하며 본 

논문에서는 WiBro에서 멀티캐스 을 사용할 수 있도록 MAC Layer 멀티캐스 을 제안하 다. 제안된 
방법을 통해 기존 유니캐스  방법으로 멀티캐스 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비효율  방법을 해결하 다.

1. 서론

요즘 우리의 생활에서 무선랜을 통한 인터넷 속은 

매우 보편 인 모습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무선랜 기술은 

곳곳마다 AP들이 설치되고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무선으로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인터넷 사업자와 단말 개발업체들의 

노력으로 무선랜 사용자가 증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무선랜이 지원하지 못하는 넓은 서비스 지원 역, 이동하

면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이동성 등의 요구가 늘어나게 

되었다. IEEE 802.16 규격은 역 무선 엑세스

(Broadband Wireless Access)가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보

다 더 넓은 서비스 지원 역과 이동하면서도 서비스를 받

을 수 있는 이동성을 보장하여 늘어나는 무선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게 하는 기술로 심을 받고 있다. 

WiMAX(Worldwide Interoperability for Microwave Access)

는 이동하면서 고속 인터넷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며 

IEEE 802.16 규격을 기반으로 하는 Fixed WiMax와 이동성

을 고려한 Mobile WiMax로 분류하여 기술개발이 이루어지

고 있다[1]. 2003년 부터 한국의 고유한 기술에 의한 

Wibro 사업추진에 자극받은 WiMax 포럼은 Mobile WiMax

표 화 작업에 착수하 으며 2004년 3월 wibro 개발을 주도

하는 국내 개발 기 과 Mobile Wimax 개발을 주도하는 

Intel 간의 기술 의와 사업자의 동의 하에 WiBro 기술 규격

과 Mobile WiMax 기술규격을 일치시키기로 합의하 다.

최근의 모바일 단말기 사용자들은 단말기를 통해 인터넷

뿐만 아니라 음악, 뉴스, 드라마, 스포츠 등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용자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제공

하기 한 MobileTV 기술인 DMB, DVB, MediaFLO 기술

들이 앞 다투어 기술경쟁을 하고 있으며 3G 이동통신 서비

스인 CDMA, WCDMA 에서도 MobileTV 서비스를 제공하

기 해 각각 BCMCS, MBMS 기술들을 사용하여 방송서비

스 비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휴 인터넷 기술인 WiBro

도 멀티캐스트/ 로드캐스트를 제공하기 한 기술인

MBS(Multicast Broadcast Service)를 통해 Mobile TV 서비

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WiBro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IEEE 802.16e 규격 내에 정의된 기술인 MBS는 멀티

캐스트와 로드캐스트를 지원하기 해 정의된 무선규격에

서의 기술이며 재 무선규격 외에서의 필요사항들이 기술

되어 있지 않아 WiBro에서의 MBS서비스는 아직 상용화되

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2, 3].

WiBro 망 내에 RAS(Radio Access Station)는 ACR 

(Access Control Router)로부터의 데이터를 2계층 스 칭을 

통해 PSS(Portable Subscriber Station)에게 달하는 장비

이다. 2계층 스 칭은 물리 인 포트로 달된 패킷의 2계

층 헤더에 포함된 48Bit의 출발지, 목 지 MAC 주소를 통

해 해당 MAC주소 방향의 인터페이스로 패킷을 달한다. 

하지만 RAS와 PSS간 MAC 계층에서의 통신은 48Bit 

MAC 주소를 신하여 CID라는 16Bit 값을 통해 PSS를 식

별하고 이를 사용하여 통신을 하게 된다. 따라서 RAS가 멀

티캐스트 MAC 주소로 변환된 패킷을 받았을 때 멀티캐스

트 MAC 주소와 CID와의 맵핑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멀티캐스 을 지원하지 못하고 유니캐스 을 사용하

여 멀티캐스 처럼 지원하는 실정이다[4, 5].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멀티캐스  문제를 해결

하기 해 CID를 사용하여 통신하는 RAS의 2계층에서도 

멀티캐스트 MAC 주소를 통해 멀티캐스 을 지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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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MCA-REQ 메시지 안에 약된 필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 구조는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멀티캐스 을 한 련연구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MAC Layer 멀티캐스 을 한 기법에 

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결론  향후연구로 결론을 맺

는다.

2. 련연구

2.1. WiBro 어드 싱과 연결

IEEE 802.16e에서 단말(PSS)들은 기 인징을 거쳐 

기지국(RAS)과의 한 연결을 설정한다. 이때 각각의 

PSS은 48Bit의 총체 인 매체 근제어 계층 주소를 가진

다. 이 주소는 모든 가능한 벤더들과 장치 종류들의 집합 

내에서부터 단말을 유일하게 정의하는 역할을 하며, 기지

국과 단말이 상 의 신분을 검증하기 하여 사용된다. 하

지만 기지국과 단말의 연결은 16Bit CID에 의하여 식별된

다. 단말 기화시, 단말과 기지국 사이에는 각 방향(상향

링크  하향링크)마다 2개의 리 연결들이 설정되며, 각 

방향의 3번째 리연결을 이때 설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시스템의 선택사항으로 한다. 이들 3개의 리연결의 사용

은 곧 3개의 상이한 QoS클래스에 속하는 리 트래픽들

이 존재함을 반 한다. 

<표 1> RNG-REQ 메시지형식

이들 리 연결을 나타내기 한 CID 값들은 

RNG-RSP 메시지와 RNG-RSP 메시지를 통해 할당되며, 

각 리 연결의 상향링크와 하향링크 연결 에 하여 

동일한 CID값이 할당된다. RNG-REQ는 기화시 그리고 

기지국에 의한 주기 인 요청 시 망 지연시간을 결정하고 

력  하향링크 버스트 로 일 변경을 요청하기 해 

단말에 의하여 송되어야 한다. 표 1은 RNG-REQ 메시

지 형식이다. RNG-REQ 메시지 안에 MAC Version 필드

는 TLV(Type, Length, Value)인코딩으로 표 되며 Value 

값에 의해 각 IEEE 802.16 버 들을 식별할 수 있으며, 

PSS MAC address 필드를 통해 단말을 유일하게 실별 

할 수 있는 48Bit MAC address를 기지국으로 송한다. 

한 CID필드는 재 기지국과 연결된 Basic CID를 나타

내며 PSS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다면 Inital Ranging 

CID(=0x0000)로 송한다.  기지국은 RNG-REQ의 응답

으로 RNG-RSP 메시지로 응답한다. 이로써 단말과 기지

국간에 연결이 설립되고 패킷들은 CID를 통해서 송되어

지게 된다. IP Multicasting을 해서는 48Bit의 MAC 주

소에 하  23Bit를 멀티캐스트 IP 주소의 하  23Bit로 맵

핑하여 멀티캐스트 MAC 주소를 만들고 이를 통해 데이

터 링크계층에서의 멀티캐스트 지원을 하게 되는데 재 

WiBro에서는 CID를 통해 패킷을 달하기 때문에 데이터

링크계층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 멀티캐스트 패

킷은 단말까지 유니캐스  방식으로 달되게 된다. 이 필

요성은 2.3 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2.2. Multicast Polling Group

WiBro 상에서 폴링은 기지국이 역 요청을 수행하기 

한 목 에 따라 PSS들에게 역폭을 할당하는 과정이

다. 이 할당은 개별 인 PSS들에 한 것일 수도 있고 

PSS들의 그룹에 한 것일 수도 있으며 역폭은 항상 

CID 기반으로 요청되며 단말 기반으로 할당된다. 

(그림 1) 멀티캐스트 폴링 Assignment 

RAS와 PSS간에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IEEE 802.16e 표 에서는 하나의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하

는 PSS마다 동일한 CID 값을 할당하는 것으로 멀티캐스

트를 지원하며 16Bit의 멀티캐스트 CID는 0xFEA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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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xFFFD까지 범 를 사용한다. 동일한 CID를 할당하기 

해서 RAS는 MCA-REQ 메시지를 PSS에게 송하여 

PSS를 멀티캐스트 폴링 그룹에 가입시킨다. MCA-REQ 

메시지는 PSS 에게로 멀티캐스트 폴링 그룹에 해당 PSS

를 할당하거나 멀티캐스트 폴링 그룹으로부터 해당 PSS

를 삭제하기 하여 발송된다.

그림1의 왼쪽은 PSS를 멀티캐스트 폴링 그룹에 가입시키

기 해 MCA-REQ메시지를 PSS에게 보냈을 때 PSS가 

수행하는 차이며 오른쪽은 RAS가 PSS에게 MCA-REQ

를 보내는 차이다. RAS는 메시지를 송한 뒤 

T15(20ms)의 시간을 기다린 뒤 응답이 없으면 다시 메시

지를 송한다. MCA-RSP를 수신하면 CC 값을 체크하여 

0이면 응답이 성공 으로 처리되었음을 0이 아니면 응답

이 실패되었음을 알린다.

2.3. 데이터링크 계층에서의 물리  Multicast

네트워크계층에서 IGMP 메시지는 IP 패킷에 의해 캡슐

화 되고 IP패킷과 같이 처리된다. 그러나 IP 패킷은 멀티

캐스트 IP 주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ARP 로토콜은 이 

패킷을 달할 MAC(물리) 주소를 데이터링크 계층에서 

찾을 수 없다.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는 하 의 데

이터링크계층이 물리  멀티캐스트 주소를 지원하는가에 

달려있다. 부분의 LAN은 물리 멀티캐스트 주소를 지원

한다. 이더넷도 이  하나이며 이더넷의 물리주소(MAC 

주소)는 48Bit 길이이다. 이더넷 주소의 처음 25Bit는 

0000000100000000010111100 이고 TCP/IP 로토콜을 

한 물리 멀티캐스트 주소임을 정의한다. 나머지 23Bit는 

그룹을 정의하기 해 사용될 수 있으며 IP 멀티캐스트 

주소를 이더넷 주소로 변화하기 하여 멀티캐스트 라우

터는 D클래스 IP 주소에서 하  23Bit를 추출하여 이더넷

의 멀티캐스트 물리주소에 삽입한다. 그러나 D 클래스 IP 

주소의 그룹 식별자는 28Bit 이므로 5Bit는 사용되지 않는

다. 3225 = 개의 멀티캐스트 주소는 한 개의 멀티캐스트 주

소로 변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수신측에서 IP 주

소를 검하여 자신의 IP 주소에 해당하지 않는 패킷은 

폐기하여야 한다[7].

1110 23 bit of multicast address

5 bits unused

23 bit of multicast address000000010000010111100

01:00:5e

Multicast IP address

48 Bit MAC address

(그림 2) 멀티캐스트 MAC 주소 변환

WiBro에서는 RAS와 PSS간에 통신을 해서는 MAC

주소 신 CID를 사용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용하여 

ACR과 PSS간 유니캐스 을 사용하여 멀티캐스 을 구

하는 비효율성을 피하기 해 멀티캐스트 MAC 주소를 

RAS와 PSS간에 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멀티캐스트 MAC 주소를 

WiBro에 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3. 제안하는 MAC Layer 멀티캐스  기법

3.1 PSS와 ACR간 멀티캐스  설정과정

(그림 3) 멀티캐스  설정 과정

PSS는 IGMP 메시지를 통해 ACR에게 멀티캐스트 그룹

가입을 하게 된다. ACR은 자신의 멀티캐스트 그룹 테이블

에 존재하는 PSS의 MAC 주소와 해당 멀티캐스트 IP 주소

를 장하게 된다. 그 후 ACR은 멀티캐스트 서버가 존재

하는 방향의 멀티캐스트 라우터로부터 멀티캐스트 패킷을 

수신하게 되고 수신된 패킷의 멀티캐스트 IP 주소를 자신

의 그룹 테이블에서 확인한 뒤 해당 MAC 주소 쪽으로 

송하게 된다. 이때 MAC 주소 쪽으로의 목 지 MAC 주소

는 멀티캐스트 MAC 주소(01:00:5e::xx:xx:xx)로 변환되어 

송되고 이를 수신한 RAS는 멀티캐스트 CID를 생성하여 

이를 멀티캐스트 MAC 주소와 맵핑을 한뒤 멀티캐스트 폴

링그룹에 해당 PSS를 등록시키기 해 MCA-REQ를 송

한다. 이를 수신한 PSS는 MCA-RSP를 보내 멀티캐스트 

폴링그룹에 추가되고 멀티캐스트 패킷을 수신하게 된다. 이

로써 ACR과 PSS간 멀티캐스 을 지원하기 해 유니캐스

트로 패킷을 달하여 자원 비효율 인 송이 이루어지는 

것을 해결 할 수 있다. 기존의 유니캐스 으로 멀티캐스

을 지원하는 방식이라면 멀티캐스트 그룹에 가입한 단말이 

늘어날수록 ACR에서 PSS까지의 네트워크 트래픽은 엄청

난 양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 멀티캐스트 패킷

을 수신하는 응용 로그램들은 심각한 향을 받게 될 것

이다. 하지만 멀티캐스트 패킷은 ACR에서 RAS까지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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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멀티캐스트 패킷만이 송될 것이며 RAS에서 PSS

까지는 멀티캐스트 폴링 그룹에 가입된 PSS들에게 동일한 

CID를 사용하여 송하게 되어 이더넷에서와 같이 효율

인 멀티캐스 이 이루어질 것이다.

3.2 CID와 멀티캐스트 MAC 주소 맵핑

RAS는 ACR로부터 멀티캐스트 패킷을 수신한다. 이때 

멀티캐스트 패킷 안에 목 지 MAC 주소는 멀티캐스트로 

변환된 MAC주소를 가질 것이다. RAS는 이 멀티캐스트 

MAC주소를 가지고 멀티캐스트 폴링그룹에 해당 PSS를 

가입시키기 해 MCA-REQ를 송한다. 기존 IEEE 

802.16e 표 에서는 MCA-REQ 메시지 안에 멀티캐스트 

MAC주소를 PSS에게 송하지 않았다. 따라서 IGMP 

Join을 통해 ACR에게 멀티캐스트 그룹에 가입한 단말이 

2계층의 물리  멀티캐스  지원이 없이는 패킷을 수신하

여 IP 계층에서 멀티캐스트 IP를 확인할 때 까지는 패킷

이 자신의 가입한 멀티캐스트 패킷인지를 확인 할 수가 

없었다. PSS에서 자신이 가입한 멀티캐스트 그룹을 2계층

에서 확인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MCA-REQ 메시지 

송 시 RAS는 멀티캐스트 MAC 주소를 MCA-REQ메시

지에 추가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이를 해 MCA-REQ 메

시지의 약된 필드를 사용한다. 

(그림 4) MCA-REQ 메시지 인코딩 사용

약된 필드의 Type 3은 48Bit 멀티캐스트 MAC 주소를 

의미하며 이는 PSS에게 보내진다. PSS는 자신이 IGMP 그

룹가입을 통해 ACR에게 등록한 멀티캐스트 IP주소와 

MCA-REQ의 멀티캐스트 MAC주소를 비교한다. 이는 32Bit 

IP주소와 멀티캐스트 MAC으로 변환된 23Bit MAC주소가 

비교될 것이다. 이 때문에 3225 = 개의 멀티캐스트 주소가 

복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문제는 MCA-RSP

로 멀티캐스트 폴링 그룹에 가입한 뒤 수신되는 첫 번째 멀

티캐스트 패킷내의 멀티캐스트 IP와 자신이 IGMP를 통해 

가입한 IP주소를 비교하여 다른 주소라면 MCA-REQ에서 

할당받은 멀티캐스트 CID를 삭제하여 더 이상의 패킷을 수

신하지 않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4. 결론  향후연구

WiBro 망 내에 2계층 장비인 RAS는 PSS와 통신하기 

해 MAC 주소 신 CID라는 식별자를 통해 통신하기 때

문에 이더넷에서와 같이 IP 멀티캐스 을 지원 할 수가 

없다. 따라서 ACR과 PSS간 멀티캐스 을 지원하기 해 

유니캐스 을 사용하여 모든 멀티캐스트 그룹에 포함된 

PSS들에게 멀티캐스트 패킷을 달하는 방식은 ACR과 

RAS간, 그리고 RAS와 PSS간에 네트워크 자원의 비효율

인 사용이 이루어질 것이며 멀티캐스트 그룹에 사용자

가 늘어남에 따라 네트워크의 트래픽은 크게 증가될 것이

다. 이는 이와 같이 2계층에서의 멀티캐스 을 한 지원

이 없다면 딜 이에 민감한 멀티미디어 응용들에게 향

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WiBro 상에서 ACR과 PSS간 멀티캐스

을 지원하기 해 RAS의 MAC 계층에서는 멀티캐스트 

MAC주소를 MCA-REQ 메시지 내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통해 멀티캐스 을 지원 할 수 있었고 기존 방식에서의 

자원 비효율 인 문제 과 딜 이에 민감한 멀티미디어 

응용들에게 미치는 문제 을 해결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네트워크 트래픽의 감소로 인한 jitter, end-to-end delay, 

packet loss들은 어들고 감된 유니캐스트 만큼의 역

폭은 네트워크의 Throughput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

으로 기 된다.

향후 본 논문에서 제안한 메커니즘을 통해 jitter, 

end-to-end delay, packet loss, 그리고 Througput 등의 

성능평가와 이동환경에서의 멀티캐스 을 방법을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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