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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HMIPv6 에 적용이 가능한 핸드오프 확률 기반의 페이징 기법과 페이징 요구 메
시지 전송을 위한 멀티캐스트 기법을 제안한다. 핸드오프 확률 기반의 페이징 기법은 모바일 호스
트들의 이동 패턴에 기반하여 비정형화 된 페이징 영역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거리와 핸드오프 
확률을 이용하여 멀티캐스트 트리를 구성한다. 

 

1. 서론 

무선/이동 네트워크의 발전과 더불어 이동 전화망
의 가입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유선 전화망 가입
자의 수를 앞질렀다. 현재는 IMT-2000 으로 대표되는 
제 3 세대 서비스를 실시 중이며, 또한 동시에 
B3G(Beyond 3rd Generation)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국
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B3G 는 IP
를 기반으로 하는 All-IP 네트워크로의 진화라는 특징
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무선/이동 네트워크에서의 IP 
통신은 모바일 IP로 대표되고 있다[2].  
무선/이동 네트워크에서 모바일 호스트들은 다른 

모바일 호스트와 통신 중에도 이동할 수 있으며, 이
러한 이동 중 통신은 정확한 사용자의 이동성 관리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러한 이동성 관리는 두 가지 연
산으로 분류된다. 위치 갱신(Location Update)은 모바일 
호스트가 자신의 위치를 변경할 때 현재 위치한 셀 
정보를 시스템에게 알려주는 방법이고, 페이징

(Paging)은 도착 호가 발생했을 때 시스템이 이동 단
말의 위치를 찾아서 모바일 호스트에게 알려주는 방
법이다. 기존의 이동성 관리 방법은 음성 통신을 위
주로 하는 셀룰러 네트워크(Cellular Network)를 기반으
로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1].  
모바일 IP 에서는 주소 부족 문제와 QoS 등을 고려

하여 MIPv6 를 제안하였고, 빈번한 핸드오프가 발생
하는 마이크로 이동성을 위하여 HMIPv6 (Hierarchical 
Mobile IPv6)를 제안하였다[3, 4]. 

HMIPv6 에서는 지역적인 이동성 관리를 위해서 
MAP(Mobility Anchor Point)라는 새로운 엔티티를 기존
의 MIPv6 환경에 추가하였고, 지역 등록(Location 
Upodate)을 이용하여 이동성울 관리하지만, 페이징은 
지원하지 않는다[4]. 그리고 무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셀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고 있으며, 

핸드오프의 횟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은 기존의 MIPv6 뿐만 아니라 HMIPv6 에서 빈번한 
지역등록을 유발하여 많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
킨다.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페이징의 개념을 
HMIPv6 및 MIPv6 에 도입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5,6]. 특히 [5]에서는 페이징 시에 MAP 과 모
바일 호스트 사이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줄이기 위해
서 Explicit Multicast기법을 도입하였다[5].  
본 논문에서는 [5]와 유사하게 페이징 시에 MAP

과 모바일 호스트 사이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줄이기 
위하여 핸드오프 확률 기반의 멀티캐스트 기법을 도
입한다. 셀들간의 핸드오프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가약 마코프 체인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 
된 핸드오프 추정 모델을 이용한다[7], 이 모델에서 
제공하는 셀들 간의 핸드오프 확률을 이용하여 MAP 
도메인을 형성하고, 페이징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멀티캐스트 트리를 구성한다. MAP 도메인에 호가 도
착하면 확률 기반으로 구성된 멀티캐스트 트리를 기
반으로 페이징 요청 메시지를 각각의 AR들에게 멀티
캐스팅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멀티캐스팅 기법
은 모바일 호스트들의 이동성에 따라 동적으로 구성
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 장에서 HMIPv6 와 차별화 된 

핸드오프 추정 모델 및 관련 연구들에 대하여 소개하
고, 3 장에서 제안하는 페이징 기법과 동적 멀티캐스
트 기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4 장에서 실험 결과를 보
이고, 마지막으로 5 장에서 결론과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해 기술한다.  

 
2. 관련 연구 

HMIPv6 는 셀들의 소형화 추세에 따른 빈번한 핸
드오프의 부담과 마이크로 이동성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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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에서 표준안으로 채
택하였다. HMIPv6 에서는 MAP 이라는 새로운 지역 
이동성 관리 에이전트를 추가하여 MAP 도메인 내에
서의 이동인 경우에는 HA(Home Agent)나 
CN(Correspond Node)에게는 지역 등록을 실시하지 않
고, MAP에게만 지역 등록을 실시하여 전체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 이동성 관
리를 위하여 RCoA(Regional Care of Address)와 
LCoA(on-Link CoA)인 2개의 주소를 이용한다. 그러나 
HMIPv6 에서는 기본적으로 페이징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HMIPv6 에 페이징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4].  
기존에는 유니캐스트 방식을 이용하여 페이징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였지만, 이는 이동 노드의 수가 증가
할수록 확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5]에서는 선택적인 
페이징 알고리즘에 소규모 멀티캐스트 그룹에 적합한 
Explicit Multicast기법을 도입하여 전체적인 페이징 비
용을 감소시켰다. 또한 이 기법에서는 페이징을 위하
여 선택적인 페이징 기법(Selective Paging Scheme)을 
사용하였다. 

[7]에서는 3 개의 내부 영역을 포함하는 모바일 네
트워크 구조에서 가약 마코프 체인을 이용하여 모바
일 호스트들의 이동 패턴을 고려한 차별화 된 핸드오
프 추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림 1)에서는 내부 영역
을 포함하는 셀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내부 
영역은 섹터 안테나를 이용하여 구성할 수 있다[7]. 

 
 
 
 
 
 
 
 
 
(그림 1) 내부 영역을 포함한 셀 구조 
 
그리고 각각의 진입 내부 영역에 따라서 모바일 호

스트들이 핸드오프 이전까지 평균적으로 내부 영역을 
이동할 횟수를 (식 1)과 같이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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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각각의 내부 영역으로 진입한 이동 단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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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 
(식 2)에서 i 행 j 열의 원소는 내부 영역 

)3,2,1( =ii 로 진입한 모바일 호스트가 이웃 셀 

)9,8,7,6,5,4( =jj 로 이동할 확률이다. 그리고 [7]에서
는 모바일 호스트가 셀 내부 영역을 이동하는 정도를 
이동성 등급으로 표현하였다. 이동성 등급은 셀에 진
입한 모바일 호스트의 실제 내부 영역 이동 횟수가 
추정된 내부 영역 이동 횟수보다 커지면 1 씩 증가한
다. 

 
3. 동적 멀티캐스트 기법에 기반한 페이징 

본 논문에서 제안한 페이징 기법은 [7]의 차별화 
된 핸드오프 추정 모델에서 공급하는 핸드오프 확률
을 기반으로 페이징 영역을 설정하고, 페이징 영역내
의 AR 들을 멀티캐스트 트리로 구성한다. 이러한 멀
티캐스트 트리는 페이징 영역 길이와 핸드오프 확률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페이징 영역 내에서도 다수 개
의 멀티캐스트 트리가 구성되며 선택적인 페이징 기
법을 이용하여 페이징 요청 메시지를 페이징 영역 내
의 AR(Access Router)들에게 전송한다. 

 
3.1 시스템 모델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들은 HMIPv6 를 기반으
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성은 HMIPv6 의 구성을 
따른다. (그림 2)는 MAP 도메인 구성을 보여준다. 

 

 

 

 

 

 

 

(그림 2) HMIPv6의 구성 

(그림 2)에서 모바일 호스트들은 셀들간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며 모바일 호스트가 새롭게 MAP 도메인
에 진입하면 MAP 에 위치 등록을 실시하고 MAP 은 
HA와 CN에 위치 등록을 실시한다. 모바일 호스트가 
비활성화 상태에서 페이징 영역 내부의 셀들을 이동
하면 위치 등록을 실시하지 않고, 페이징 영역들 사
이를 이동하면 새로 진입하는 페이징 영역에서 위치 
등록을 실시한다. 그리고 만약 모바일 호스트가 활성
화 상태이면 셀들 사이를 이동할 때마다 위치 등록을 
실시한다.  

3.2 페이징 영역 구성 
모바일 호스트가 위치 등록을 실시할 때 페이징 영

역을 설정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페이징 역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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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방법은 다른 연구의 페이징 영역 설정 방법과 
다르게 일정한 형태의 페이징 영역이 아니라 핸드오
프 확률을 기반으로 페이징 영역을 설정하기 때문에 
정형화 된 모습을 가지지 않는다.  

(그림 3)에서 A-0 는 가장 최근에 위치 등록을 실시
한 셀이며 페이징 영역의 중심이 된다. 그리고 B 로 
시작되는 인덱스를 가진 셀들은 중앙 셀로부터 거리 
1에 해당하는 이웃 셀들이다. C로 시작하는 인덱스를 
가진 셀들은 중앙 셀로부터 거리 2 에 해당하는 이웃 
셀들이다.  

 
 
 
 
 
 
 
 
 
 
 
 
 
 
(그림 3) 페이징 영역 구성 
 
(그림 3)에서 중앙 셀(A-0)에 있는 모바일 호스트들

은 거리 1 인 이웃 셀들로의 이동이 가능하다. 그렇지
만 각각의 이웃 셀들로 이동할 확률은 서로 다를 것
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페이징 
영역 설정은 기준치 이상의 핸드오프 확률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셀들만 페이징 영역에 포함시킨다. (수
식 3)에서 이러한 페이징 영역 설정을 정의한다. 

})(|{ 11 α≥→∀= knPkPA i                  (식 3) 
(식 3)은 거리 1 에 해당하는 이웃 셀들을 페이징 

영역에 포함시키기 위한 조건이다. n과 i 는 현재 모
바일 호스트가 최후로 위치 등록을 실시한 셀과 그 
셀에 진입할 때 거쳐왔던 내부영역을 의미한다. 그리
고 k는 거리가 1 인 이웃 셀이며, 1α 은 페이징 영역
을 설정하기 위한 최소 핸드오프 확률이다.  (그림 3)
에서 1α 를 0.2 로 설정한다면 1LA 에 속하는 거리 1
인 이웃 셀들은 B-1, B-2, B-4 이다. 1PA 에 속하는 페
이징 영역을 설정한 후에 거리 2 와 1PA 에 포함되지 
않은 거리 1 에 속하는 이웃 셀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2PA 에 대한 페이징 영역을 (식 4)에 의해서 
설정한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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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과 (식 4)에서는 21 αα > 가 성립해야만 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MAP 도메인의 가장 외곽 셀에 
도달할 때까지 iPA 영역들을 설정한다.  
모바일 호스트가 실제 이동한 횟수가 [7]에서 추정

한 이동 횟수를 초과하게 되면 이동성 등급이 증가하
고 이웃 셀로의 핸드오프 확률도 달라지며 이에 따른 

iPA 구성도 달라지게 된다. 
3.3 페이징을 위한 멀티캐스트 기법 
MAP 도메인 내에 있는 모바일 호스트에게 연결 

호가 도착하였을 때 MAP 는 해당 모바일 호스트의 
페이징 영역 내에 있는 셀들의 AR 들에게 페이징 요
구 메시지를 전송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페이징 
요구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하여 페이징 영역 내부에 
각 iPA 의 AR 들을 멀티캐스트 트리로 구성하고 선택
적 페이징 기법에 따라 각각의 멀티캐스트 트리를 이
용하여 멀티캐스팅한다. 멀티캐스트 트리를 구성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최후로 위치 등록을 실시한 셀의 AR 을 멀티
캐스트 트리의 루트로 선택한다.  

2) 루트를 기준으로 1PA 에 속하는 셀들의 AR 들
을 핸드오프 확률을 기준으로 이진 트리를 이
용하여 첫 번째 멀티캐스트 트리를 구성한다. 

3) 2PA 에 속하는 셀들 중에서 첫 번째 멀티캐스
트 트리의 루트로부터 핸드오프 확률이 가장 
큰 셀의 AR 을 두 번째 멀티캐스트 트리의 
루트로 선택한다.  

4) 2PA 에 속하는 AR 들을 핸드오프 확률에 따
라서 이진 트리를 이용하여 두 번째 멀티케스
트 트리로 구성한다. 

5) 각 iPA 에 속하는 셀들을 3)과 4)의 방법을 이
용하여 각각의 멀티캐스트 트리를 구성한다. 
이러한 멀티캐스트 트리들은 설정된 PA에 대
하여 모두 적용한다. 

6) 모든 iPA 에 속하지 않는 MAP 도메인 내의 
셀들의 AR 들을 3)과 4)의 방법을 이용하여 
마지막 멀티캐스트 트리로 구성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멀티캐스트 트리들을 
구성한 후, 연결 호가 MAP에 도착하면 MAP는 데이
터를 버퍼링한 후에 첫 번째 멀티캐스트 트리를 이용
하여 페이징 요청 메시지를 각 AR 들에게 전송한고 
타이머를 작동시킨다. 그리고 각 AR 들은 자신의 영
역내에 있는 모바일 호스트들에게 그 메시지를 브로
드캐스팅한다. 만약 모바일 호스트가 그 메시지를 수
신한다면, 응답 메시지를 해당 AR 을 통하여 MAP 에
게 전송한다. 응답 메시지를 수신한 MAP는 페이징을 
중단하고 해당 모바일 호스트가 속해있는 AR에게 데
이터를 전송한다. 그러나 타이머가 파기될 때까지 응
답 메시지가 MAP 에 도착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멀
티캐스트 트리를 이용하여 각 AR들에게 페이징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고 MAP 는 응답 메시지를 기다린다. 
이러한 과정을 응답 메시지가 도착할 때까지 수행한
다. 

 
4. 실험 및 결과 분석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 분석을 위해
서 [5]에서 제안한 비용 함수를 이용하여 (그림 2)와 
같은 환경에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최후로 위치 등록
을 실시한 중앙 셀을 기준으로 최대 거리는 3 으로 
제한하였으며, 하나의 페이징 영역 내의 멀티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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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의 수는 최대 4 개로 설정하였다. (식 5)는 전체 
비용 함수를 의미한다. 

MNLT CCCC ++=                         (식 5) 
(식 5)에서 LC 은 링크 전송 비용이고, NC 은 노드 

처리 비용이며, MC 은 멀티캐스트 그룹 관리 비용이
다. 먼저 링크 전송 비용은 유니캐스트 전송인 경우
와 멀티캐스트 전송인 경우로 나누어서 각각 (식 6)과 
(식 7)로 표현할 수 있다. 

α⋅⋅⋅= uu
u
L SLNC                          (식 6) 

α⋅⋅= mm
m
L SLC                            (식 7) 
위 수식들에서 uL 와 mL 은 각각 유니캐스트의 평

균 라우팅 패스 길이와 멀티캐스트 트리의 전체 길이
이다. 그리고 uS 와 mS 은 유니캐스트와 멀티캐스트 
간의 상대적인 페이징 요구 패킷의 크기이고, 여기서
는 둘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모두 1 로 설정한다. α
는 무선 상에서의 전송 비용이고, N 은 페이징 절차
에 의해서 페이징되는 AR들의 개수이다.  
노드 처리 비용인 NC 은 유니캐스트와 멀티캐스트

인 경우로 나누어서 각각 (식 8)과 (식 9)로 정의된다. 
β⋅+⋅= )1( u

u
N LNC                         (식 8) 

β⋅+= )1( m
m
N LC                            (식 9) 
위 식들에서 β 는 하나의 목적지 주소를 가질 때 

노드당 처리 비용을 의미한다. 유니캐스트와는 달리 
멀티캐스트에는 멀티캐스트 트리를 관리하기 위한 비
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며 (식 10)으로 정의한다.  

)))(,min(()1(
)))(),(min((

smTree

srm
m
M

tETrPv
tEtErPvC

⋅⋅+⋅−

+⋅⋅⋅=

αθ
α     (식 10) 

(식 10)에서는 연결 호가 도착했을 때 이미 멀티캐
스트 트리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와 새롭게 멀티캐스
트 트리가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정의하
였다. 이미 트리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st 와 rt 는 
연속되는 두 세션들 사이의 시간과 두 세션 사이에서 
트리가 생존해 있을 시간이다. 그리고 T 는 트리가 
새롭게 구성되는 경우에 트리가 유지될 시간이다. 
Pv 는 페이징 요구 패킷이 도착했을 때, 멀티캐스트 
트리가 존재할 확률이고 (식 11)로 표현한다. 

∫ −=<=
T t

ss dteTtPv s

0
}Pr{ λλ                (식 11) 

 (식 11)은 페이징 요구 패킷 도착율이 sλ 를 가지
는 포아송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식 10)
에서 마지막으로 mr 과 Treeθ 는 멀티캐스트 그룹을 유
지하기 위해서 전송하는 메시지 전송 비용과 트리 구
성 비용이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멀티캐스트 기법을 이용하

는 선택적인 페이징 기법과 유니캐스트 기법을 이용
하는 페이징 기법간의 성능을 위에서 소개한 비용함
수를 이용하여 비교한다.  

(그림 4)에서는 실험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 4)에서는 페이징 요청 비율에 따른 두 기법

들간의 성능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 제
안한 기법이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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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페이징 요청 비율에 따른 실험 결과 

 
5.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본 논문에서는 HMIPv6 에 적용이 가능한 동적 멀
티캐스트 트리를 이용한 페이징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 기법은 [7]에서 제안한 차별화 된 핸드오프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핸드오프 확률에 따라서 MAP 도메
인 내에 페이징 영역을 구성하고, 각각의 페이징 영
역을 거리와 핸드오프 확률을 이용하여 멀티캐스트 
트리로 구성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은 [5]의 
비용 함수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였으며, 유니캐스트 
전송과 비교한 실험 결과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향후에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멀티캐스트과 페이징 

기법을 가상 실험환경을 기반으로 분석을 실시할 예
정이며, 또한 MAP도메인 내의 트래픽까지 고려한 기
법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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