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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랜에서는 작은 셀 크기로 인해 노드들의 이동에 따른 빈번한 핸드오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무선랜에서는 지속적

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바일 아이피와 같은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모바일 아이피는 모바일 노드

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IP 주소의 변경 없이도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모바일 아이피는 긴 

시간의 등록과정과 연결 재설정 때문에 시간지연이나 패킷 손실과 같은 오버헤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무선랜의 

QOS(Quality Of Service)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Mobile IP 의 핸드오프 시간을 줄여야만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핸드오프 지연 시간을 감소시키는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기법의 기본 아이디

어는 모바일 노드의 이동 네트워크를 예상하여, 미리 패킷 포워딩을 수행하는데 있다. 우리는 각 모바일 노드들에게 

connection proxy table 정보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이 테이블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모바일 노드들은 홈에이전트와 포

린에이전트에 COA(Care of address)를 미리 등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 결과로 이동 노드들은 홈 네트워크를 완전히 

벗어나지 않고도 핸드오프가 이루어져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이 기존 Mobile IP 와 

비교해 볼 때 핸드오프가 이루어지는 동안 비 연결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실험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1. 서론 

 

전체 Internet 시장 중에서 무선랜이 차지하는 비중

은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무선랜에서 작은 

셀 크기로 인해 모바일 노드들의 이동에 따른 빈번한 

핸드오프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통신지연이 발생

하게 되어 Mobile IP가 등장하게 되었다. 일반적인 IP 

시스템과는 달리 Mobile IP 시스템에서는 모바일 노드

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IP 주소의 변

경 없이도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1]. 그러므로 등

록된 IP 주소를 사용하면 모바일 노드의 현재 위치를 

고려하지 않고도 홈에이전트는 패킷을 전송해줄 수 

있다. Mobile IP 시스템에서 모바일 노드의 움직임이나 

현재 위치해 있는 FA 에게서의 COA(Care-of-Address)

의 취득이 감지되면 링크레이어에서의 핸드오프가 발

생한다. 그러면 노드의 새로운 위치가 홈에이전트에 

등록된다. 그리고 홈에이전트에 등록된 노드의 COA

를 통해 패킷들이 노드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네트워

크로 재전송 된다. 

Mibile IP 에서의 핸드오프에 대해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링크계층에서의 핸드오프이고, 또 다

른 하나는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핸드오프이다. 첫째

로 링크계층에서의 핸드오프에 대해서 알아보자. 모

바일 노드가 외부 네트워크로 이동하게 될 때 홈 네

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의 신호가 중접되는 영역에 

도달하게 되면 모바일 노드의 네트워크 카드는 중첩

되는 지역에서 외부노드에게서 광고 메시지를 받게 

된다. 네트워크 카드는 외부 네트워트의 포린 에이전

트에게서 보내지는 신호의 크기를 비교하여 신호가 

가장 강한 연결을 하게 된다. 두 번째로 네트워크 계

층에서의 핸드오프에 대해서 알아보자. 노드가 외부 

네트워크로 이동하게 되면 이전의 에이전트와 통신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모바일 노드는 새로운 에이

전트에게서 Mobile IP 광고 메시지를 수신하기 전까지

는 그 사실을 알 수 없다. 

무선랜에서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Mobile IP 핸드오프 지연시간을 줄여야만 한다.그러므

로 우리는 모바일노드의 이동 네트워크를 예상하여, 

미리 패킷 포워딩을 수행함으로서 핸드오프 지연시간

을 줄이는 기법을 제안한다. 모바일 노드에서 수신되

는 신호의 크기를 비교함으로서 움직이는 방향을 예

측하고 이를 통해 지연시간을 줄일 수 있다. 실험을 

통해서 제안 기법이 핸드오프 지연 시간을 줄여 비연

결 시간을 줄이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

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제안 기법에 대해서 자세

히 알아보고, 3장에서 성능 측정 및 결과를 분석한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Mobile IP 핸드오프 기법 

 

2.1 Mobile IP 핸드오프 

무선 네트워크에서 모바일 노드의 이동성이라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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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제공하는 반면, 핸드오프를 처리하는 오버헤드

를 발생시킨다. 일반적으로 모바일 노드는 영구적인 

주소와 COA 주소, 두 개의 주소를 가질 수 있다. 

Mobile IP 는 홈 에이전트와 포린 에이전트 두개의 엔

터티를 가진다. 홈에이전트는 모바일 노드의 홈 네트

크에서의 영구적인 주소를 저장하고 포린에이전트는 

이동노드가 방문하고 있는 네트워크에서 광고되는 

COA 를 저장한다. 한 노드가 이동노드와 통신을 하

기를 원한다면 패킷을 보내는데 홈 어드레스를 사용

한다. 이 패킷은 HA 에게 전송되어 mobility binging 

table 에 사용되어 이동 노드의 COA 로 경로가 재설정

된다. 기존의 아이피 주소를 나타내는 헤더 정보에 

COA 정보를 추가 함으로써 홈 에이전트로부터 포린 

에이전트 방향으로 패킷 전송이 이루어진다. 

무선랜에서 QOS 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핸드오프 

지연시간을 감소시키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전의 연구

에서는 이동 노드의 움직임이나 새로운 포린 에이전

트와의 연결을 설정하는 시간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

춰져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데이터가 전송

되었을 때 연결을 구축하는 동안에 버려지는 패킷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연결이 설정되는 동안 홈

에이전트는 엉뚱한 장소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이 경우에 많은 패킷들을 잃게 되고 

전체적인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이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바일 노드의 이동방향을 예

측한 효과적인 데이터 전송을 통해 핸드오프로 인한 

전송 지연을 줄인 기법을 제안한다. 

 

2.2 변경된 Mobile IP 핸드오프 

제안기법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모바일노드가 이

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미리 예측하여 패킷을 포원

딩하는데 있다. (그림 1)과 (그림 2)는 기존 Mobile IP와 

제안 기법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기본 Mobile 

IP 에서 포린 에이전트는 모바일 노드가 등록하는데 

핵심이 된다. 모바일 노드가 홈 네트워크를 떠나고 

기존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 포린 에이전트로의 등록

이 이루어지고 등록 요청 메시지가 보내지게 된다. 

포린 에이전트는 모바일 노드의 영구적인 주소를 포

함하는 등록 요청 메시지를 홈에이전트에게 보낸다. 

홈에이전트는 요청 메시지를 받으면 모바일 노드의 

COA 주소와 연결하여 binding node table 을 갱신하고 

포린 에이전트에게 응답 메시지를 전송한다. 그러면 

포린 에이전트는 방문자 리스트에 모바일 노드를 추

가하고 모바일 노드에게 이를 알려준다. 

 

 

(그림 1) Mobile IP 등록과정 

 

 

 
(그림 2) 제안기법의 등록 과정 

 

제안 기법에서 모바일 노드는 등록의 핵심이 된다. 

모바일 노드는 포린 에이전트와 홈 에이전트에게 동

시에 직접적으로 테이블의 갱신을 요구한다. 그러므

로 기존의 Mobile IP 와 비교했을 때 등록 절차가 짧

아져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 모바일 노드가 두 

네트워크의 신호가 중첩되는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를 받을 수 있고, 기존 네트워크를 완전히 벗어

나기 전에 등록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은 핸드

오프 시간을 줄이는 큰 특징이 될 수 있다. (그림 3)에

서 제안 기법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제안 Mobile IP 과정 

 

우리는 추가적으로 connection proxy table 을 만들었

다. (그림 3)에서처럼 모바일 노드가 음영으로 처리된 

신호가 중첩된 영역에 진입하게 되면, 각 에이전트로

부터 Mobile IP 광고 메시지를 받게 된다. 우리는 이

것을 process prediction 이라고 부른다. 모바일 노드는 

connection proxy table 에 저장되어 있는 에이전트의 

COA 중 가장 강한 신호를 가지는 등록하게 된다. 모

바일 노드는 standard Mobile IP 에서 포린 에이전트가 

COA 를 홈에이전트에 등록하는 것과 같이 지연시간 

없는 지속적인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COA 를 홈에이

전트에 등록한다. 그리고 나서 노드는 등록 요청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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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를 홈에이전트에게 보내어 mobility binding table 을 

갱신한다. 등록 요청 메시지는 포린 에이전트의 COA

와 이동 노드의 홈 어드레스에 포함한다. 포린 에이

전트가 이동노드에게서 응답 메시지를 받게 되면 노

드를 방문자 리스트에 등록한다. 마침내 홈에이전트

는 이동 노드가 홈 네트워크를 떠나 있을지라도 패킷

을 노드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 결국 HA 는 연결이 

끊기기 전에 노드가 움직이는 방향을 예측하여 패킷

을 전송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어떤 한 노드가 모바

일 노드와 통신하기를 원한다면 홈에이전트에게 패킷

을 전송하여 갱신된 정보를 이용하여 포린 에이전트

에게로 전달되어질 수 있다. 물론 노드가 기존 네트

워크를 떠나지 않거나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경

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잘못된 예측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패킷 전송을 멈추고 일반적

인 Mobile IP 기법으로 통신을 할 수 있다. (그림 3)에

서 제한된 네트워크 환경이기는 하지만 몇 개의 이웃 

포린 에이전트가 네트워크에 있다. 일반적인 경우에 

모바일 노드가 중첩되는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노드

는 Mobile IP 광고를 각 에이전트에서 받게 되며 그 

수는 3 개 이상일 수도 있다. 노드는 링크계층에서 에

이전트에게서 들어오는 신호의 세기를 측정하여 가장 

센 크기를 가지는 에이전트의 COA 를 등록한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들은 이전에 언급했던 내용과 같

다. 

 

3.  성능평가 

 

3.1 실험환경 

모바일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로는 UoB NOMAD (Sun 

MicroSystems 의 SunLabs Mobile IP 의 확장버전)을 

모바일 호스트 소프트웨어로는 UoB JMIP (SunLabs 

Mobile Agent 와 호환 -java 버전)의 모듈을 수정 및 

추가하여 실시하였다. 패킷 발생기로는 JM Studio 버

전 2.1.1e 를 사용하였으며 스트리밍은 H.263/RTP 를 

사용하였다. 포린 에이전트와 홈 에이전트는 

Pentium4 2.8GHz, 1G 메모리 PC 를 사용하여 구현하

였으며, 모바일 호스트는 Pentium M 1.6GHz, 1G 메모

리의 무선 노트북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무선 액세

스 포인트는 Beacon frame rate 를 100 msec, 

Solicit Life Time 은 1,000 msec 로 설정하였다. 
 

3.2 실험결과 

모바일 노드가 홈 네트워크에서 외부네트워크로 이

동했을 때 핸드오프가 발생하게 된다. 기존의 네트워

크 망에서 마지막으로 패킷을 수신한 이후 핸드오프

가 완료되어 이동한 외부 네트워크 망으로부터 첫번

째 패킷을 수신하게 된 순간까지 소요된 시간을 전체 

핸드오프 지연시간으로 측정하였다. 핸드오프 지연시

간이 길어진다면 패킷 손실률은 증가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패킷 손실수을 측정하여 간적접으로  핸드 

오프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H.263/RTP-multimedia 

stream 을 전송하여 패킷손실을 측정하였다. 

 

 

 

 

 

(그림 4) 기본 기법에서의 패킷 손실 

(그림 4)는 캐싱 에이전트 기술을 이용한 이전의 결

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6 개의 패킷 손실이 발생하였

다[3]. (그림 5)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기법의 

결과를 보여 주고 있으며, 3 개의 패킷 손실이 발생하

였다. 제안 기법이 이전 기법보다 작은 패킷 손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해 

제안 기법이 기존 기법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 제안 기법에서의 패킷 손실 

[표 1]은 평균 패킷 손실률을 보여주는데 제안 기법

이 기존 기법보다 43% 적은 패킷 손실률을 보이고 

있다. 

[표 1]  RTP 패킷의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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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법에서는 핸드오프에 92ms 의 시간이 걸렸

다. 그러나 우리의 실험환경에서는 87ms의 시간이 걸

렸다. 이 값을 우리의 결과에 비교해 보았을 때 온당

하였다. 우리 제안 기법은 FA 에로부터 첫 패킷을 받

는데 87ms의 시간이 걸렸다. 핸드오프의 시간이 줄어

든 것이다.  

이 논문에 제안된 기법은 현재의 일반적인 환경에 

맞게 확장되어야 한다. 우리의 실험이 두 에이전트 

사이에서만 일어난다고 가정하면 실험은 일반적인 현

실의 무선 네트워크 구조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셀

룰라 네트워크에서는 6 각형 구조를 가짐으로서 중첩

지역을 줄이고 있다. 그래서 에이전트에 동시에 접속

할 수 있는 노드가 3 개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실험

은 예측에 대한 실패도 고려해야 한다. 움직임의 성

공적인 예측은 실제의 네트워크에서 힘들다. 왜냐하

면 우리는 이동노드가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모바일 노드의 움직임에 대한 예

측이 실패했을 때 패킷들은 노드에게 전달 될 수 없

다. 그래서 패킷 손실이 발생하고 핸드오프 시간이 

증가한다. 

 

4.  결론 

 

무선 네트워크에서는 모바일 노드들의 이동성을 지

원해 준다. 일반적인 IP 시스템에서는 움직임이 없는 

노드들을 지원하기 위해 디자인 되었다. 그래서 모바

일 노드가 이동해서 새로운 무선 네트워크에 위치하

게 되면 IP 시스템에서는 모바일 노드의 IP 주소를 바

꾸어 주었다. 그것은 이동성 관리에 대한 고려가 부

족했기 때문이다[1]. 앞서 말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Mobile IP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Mobile IP는 노드가 

홈에이전트에 등록된 기존의 IP 주소를 바꾸지 않고

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허락

한다. 그러므로 현재 노드가 인터넷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도 홈에이전트에 등록된 IP 

주소를 통해서 패킷을 송신할 수 있다. 그러나 네트

웍과 네트웍의 경계에서 핸드오프가 이루어지는 시간

에는 패킷을 보낼수도 받을 수도 없게 된다. 

기존의 Mobile IP 기술에서 노드의 움직임을 발견함

으로서 핸드오프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링

크 계층에서의 핸드오프 후에 이전의 기술로 링크 계

층과 네트워크 계층에서 일어나는 핸드오프 시간을 

줄 있다. 그러나 이전의 기술로는 IP 를 등록하는 동

안에 발생하는 패킷에 대해서는 손실을 입게 된다. 

이것들은 무선 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된

다. 따라서 우리는 짧은 핸드오프 시간을 가지는 기

법을 제안하였다. 기법의 핵심은 노드의 움직임을 예

측해서 FA 에게 패킷을 전송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 

노드는 기존의 네트워크를 완전히 벗어나지 않고도 

핸드오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 제안 기법은 동일

한 시간 동안의 핸드오프 시간과 패킷 손실을 줄인다. 

실험결과는 지연 시간에 있어서 제안 기법이 56%나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패

킷 손실률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우리는 에러가 허용되는 범위를 고려하지 않았다. 여

기서 말하는 에러란 노드가 미리 예측한 방향으로 이

동하여 겹치는 부분까지 들어갔다가 기존 네트워크로 

돌아오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가 연구해야 할 사항이다. 

 
* 이 논문은 2007 년도 두뇌한국 21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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