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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HMIPv6 (Hierarchical Mobile IPv6)는 MAP (Mobility Anchor Point)을 이용하여 이동노드를 효율적으

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MAP 에 걸리는 부하는 HMIPv6 로 구성된 네트워크에 진입한 이동

노드가 어느 MAP을 선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MAP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이동노드의 이동속도

나 MAP 과 이동노드의 거리를 고려하여 선택하는 방법 등이 연구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각각 이동

속도 측정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거나 특정 MAP 에 몰리는 현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은 HMIPv6 로 구성된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관리지역의 중앙부분을 

지나는 이동노드가 바깥부분을 지나는 이동노드보다 해당 네트워크에 오래 머무른다는 사실에 착안

하여 지역정보 기반의 MAP 선정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우선 네트워크 관리지역 내에 

분포된 MAP 들을 지역정보에 기반하여 계층적으로 구성한다. 그 다음, 중앙부분을 지나는 이동노드

에게 보다 넓은 지역을 담당하는 높은 레벨의 MAP 을 선정하고 바깥부분을 지나는 이동노드에게 

보다 좁은 지역을 담당하는 낮은 레벨의 MAP 을 선정한다. 이로써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바인딩 업

데이트 비용을 줄이고 MAP의 로드밸런싱 효과를 얻는다. 

 

1. 서론 

무선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트북이나 휴대폰과 같은 장비를 이용하여 이

동간에도 인터넷의 사용을 원하는 수요가 증가하였다.  

 기존의 IP 기반의 네트워크는 기기의 이동성을 제

공하지 못한다. 이에 Perkins 등은 이동성 제공을 위한 

Mobile IP개념을 제안하였다 [1], [2].  

하지만 Mobile IP에서는 이동노드의 핸드오프 지연 

시간이나 시그널링 비용의 최적화 등을 고려하지 않

는다. 따라서 MIPv6 에서 이동노드가 이동하면서 발생

하는 핸드오프 지연을 줄이고 이동노드의 핸드오프로 

인한 시그널링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HMIPv6 (Hier-

archical Mobile IPv6)가 제안되었다 [3]. 

HMIPv6 는 이동노드의 지역 HA (Home Agent)역할

을 수행하여 지역 내 이동성을 보장하는 MAP 이라는 

엔터티를 도입하여 HA와 CN (Correspondent Node) 에

게 보내던 바인딩 업데이트를 줄임으로써 발생하는 

메시지 비용을 줄이고, 원활한 핸드오프를 지원하는 

방법이다. 

이동노드가 HMIPv6 로 구성된 네트워크에 진입하

면 자신의 지역 내 이동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MAP

을 선정한다. 여러 개의 이동노드가 하나의 MAP 에 

몰릴 경우 성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부

하분산과 네트워크 성능 향상을 위해 이동노드를 적

절한 MAP에 할당하는 기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MAP 선택기법에 대한 기존연구로 이동노

드의 이동속도에 따라 MAP 을 선택하는 기법과 이동

노드와 MAP 간의 거리에 따라 MAP 을 선택하는 기

법 등이 있다. 이동노드의 속도에 기반한 방식은 속

도 측정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고, 

이동노드와 MAP 간의 거리에 따른 방식은 지역적으

로 특정 MAP 에 몰리는 현상을 막지 못하는 문제점

이 있다 [4], [5].  

본 논문은 HMIPv6 로 구성된 네트워크에서 네트워

크 관리지역의 중앙부분을 지나는 이동노드가 바깥부

분을 지나는 이동노드보다 해당 네트워크에 오래 머

무른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지역정보 기반의 MAP 선

정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기존의 

MAP 선택 기법에 대해 소개하고 각각의 문제점을 지

적한다. 3 장에서는 본 논문이 제안하는 이동노드의 

지역정보에 기반한 MAP 선택 기법을 제시한다. 제안

하는 기법의 성능 분석을 4 장에 보이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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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연구 

2.1이동노드의 이동속도에 따른 MAP 선택 방법 

 

HMIPv6 에서 새로 도입된 MAP 은 이동노드의 지

역 HA 역할을 해주어 지역 내 이동성을 보장한다. 기

존 MIPv6 에서는 이동노드가 핸드오프 할 때마다 HA

와 CN 에게 바인딩 업데이트를 해주어야 했는데, 

HMIPv6에서는 MAP에게 바인딩업데이트를 함으로써 

MAP 관리지역 내에서 이동성을 보장받는다. 

HMIPv6 로 구성된 네트워크에 이동노드가 진입하

였을 경우 이동노드는 자신의 이동 속도에 따라 MAP

을 선택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각 AR (Access Router)들은 이동노드가 자신의 이동

속도에 맞는 MAP 을 선택 할 있도록 MAP 선정 기준

을 ST (Selection Table)에 저장하여 가지고 있다. 이동

노드는 새로운 AR 지역으로 진입하게 되면 우선 UA 

(User Agent) 메시지를 이전에 선택한 MAP 에게 전송

하고 UA 이동시간을 이용하여 이동노드의 이동속도

를 측정한다. 이후 AR 이 가지고 있는 ST 정보와 자

신의 이동속도 계산 값을 비교하여 테이블상에서 적

합한 MAP 을 선택한다. 이 때 ST 정보는 빠른 이동

노드에 대해서는 MAP 이 담당하는 지역 범위가 넓은 

상위 레벨의 MAP 을 선택하게 하고 느린 이동노드는 

하위 레벨의 MAP을 선택하는 값이다. 

이렇게 속도에 따라 다른 레벨의 MAP 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빠른 속도의 이동노드가 더 많은 지역에 

거쳐 이동할 확률이 높기에 더 넓은 지역을 담당하는 

MAP 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핸

드오프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동노드의 속도에 따른 MAP 선택 방법은 

이동노드의 속도 측정을 위한 UA 라는 메시지를 발생

시켜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할 뿐 아니라, 측정된 속

도 또한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

다. 또한 특정 이동속도를 가진 이동노드가 증가함에 

따라 특정한 MAP 에 이동노드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

한다. 

 

2.2 이동노드와 MAP거리에 따른 MAP 선택 방법 

  

이동노드가 새로운 지역에 진입하여 MAP 을 선택 

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MAP 들 중 가장 가까운 

MAP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우선 MAP들은 평면적으

로 구성되며 그물망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 MAP들의 

정보는 N 홉 이내의 모든 AR 들에게 전달된다. 이렇

게 MAP 정보가 전달된다면 AR 들은 일정 거리 이내

에 있는 MAP 정보들을 알게 된다. 이 중에 자신이 선

택한 MAP 정보가 리스트에 이미 있다면 새로운 

MAP 을 선택하지 않고 이전에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

는 MAP을 계속적으로 이용한다. 리스트에 이전에 선

택한 MAP 이 없는 경우 이동노드는 전달된 MAP 정

보 리스트 중 가장 가까운 거리의 MAP 을 선택하여 

이용한다. 이런 동작을 통하여 이동노드는 새로운 지

역으로 진입시 가장 가까운 MAP을 선택 할 수 있다. 

거리에 따른 MAP 선택 방법은 핸드오프 시 발생하

는 메시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MAP 후보 선정 거리

를 지나치게 늘리면 네트워크 상에 이동되는 MAP 정

보의 양이 많아지게 되고, MAP 후보 선정 거리를 지

나치게 줄이면 특정 MAP 에 이동노드가 몰리는 현상

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3. 제안하는 MAP 선택 기법 

이동노드가 HMIPv6 로 구성된 네트워크에 진입하

여 하위 레벨의 MAP 들만 선정하여 이동할 때, 네트

워크 관리지역의 중심 쪽으로 이동하는 이동노드가 

바깥쪽에 있는 이동노드보다 더 많은 핸드오프를 수

행할 확률이 높다. 이는 바깥쪽에 있는 이동노드의 

경우 중심지역 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바로 해당 네트

워크지역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이동노드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MAP 선택 방법 
 

이처럼 이동노드의 위치에 따라 해당 네트워크 내

에서 겪게 될 핸드오프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심 

지역 쪽에 있는 이동노드에게 넓은 지역을 담당하는 

상위 레벨의 MAP 선택하도록 하여, 보다 적은 비용

으로 해당 네트워크를 벗어날 수 있게 한다. 

이에 본 논문은 HMIPv6 로 구성된 네트워크 관리

지역에 이동노드가 진입하였을 때, 네트워크 관리지

역 중심에 있는 이동노드에게 넓은 지역을 담당하는 

상위레벨의 MAP을 선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3.1 MAP 구성 및 설정 

 

MAP 들은 계층적 트리 형태로 구성된다. 상위 

MAP 옵션 정보는 하위 MAP 으로 전달되며 각 AR

들은 하위 MAP 들에 연결되어 있다. 전체 네트워크 

관리자는 우선 각기 다른 지역을 담당하는 AR 들에게 

위치에 따른 지역정보를 설정해준다. 

 

3.2 MAP 선택 과정 

 

3.2.1 MAP 옵션 메시지 확장 

 

이동노드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른 MAP 선택을 위

2레벨 지역정보 지역 

3레벨 지역정보 지역 

1레벨 MAP 

2레벨 MAP 

3레벨 MAP
MAP 선택 

이동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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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MAP 옵션에 예약되어 사용되지 않는 7 비트에 추

가적으로 세가지 정보를 설정한다. 7 비트 중 첫 1 비

트를 M 플래그, 다음 1 비트를 P 플래그, 남은 5 비트

를 MAP 레벨이라 하자. 

M 플래그가 1 로 설정되었다면 현재 받은 MAP 옵

션은 제안하는 이동노드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른 

MAP 선택 방식을 이용함을 나타내고, P 플래그가 설

정되었다면 최고 우선순위 MAP 옵션임을 나타낸다. 

마지막 5비트는 MAP레벨 정보를 표시한다. 

 

3.2.2 전체동작 과정 

 

하위 AR 들은 자신의 지역으로 새로운 이동노드가 

진입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역정보와 일치하는 

레벨의 MAP 옵션에 대해 P 플래그를 1 로 설정하여 

다른 MAP 옵션 정보들과 함께 전송한다. AR 들이 가

지고 있는 지역정보는 중심지역에 가까울수록 상위 

레벨의 MAP을 선택하는 값을 가진다. 

이동노드는 전달받은 MAP 옵션 중 M, P 플래그를 

확인하고, P 플래그가 설정된 MAP 옵션을 찾는다. P 

플래그가 설정된 MAP 옵션을 발견하면 이동노드는 

MAP 옵션을 MAP 선택 리스트의 제일 첫 번째 위치

에 오도록 정렬한 후 MAP을 선택한다. 

 

4. 성능분석 

4.1 이동노드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MAP 선택할 

경우 기대 핸드오프 비용 

 

그림 2 와 같이 중앙지역에 있는 이동노드는 1 레벨 

MAP 을 선택하도록 지역정보가 설정된 AR 지역에 

이동노드가 진입하였을 때 이동노드의 상대적인 위치

에 따른 MAP 선정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기대되는 

핸드오프 비용을 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각 레벨 별 지역정보를 가지는 지역에 이동노

드가 있을 때, 다른 지역으로 이동 시 기대되는 핸드

오프 비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레벨에 따른 지역 정보가 할당된 MAP 영역 

 

1 레벨 지역정보를 가진 MAP 지역에 있다면 전체 

지역을 담당하는 1 레벨의 MAP 을 선택하게 된다. 이 

경우 주변의 어느 지역으로 가더라도 자신의 지역정

보 보다 낮은 지역이다. 상위 레벨의 MAP이 하위 레

벨의 MAP 이 담당하는 지역을 커버하기에 어느 방향

으로 이동하더라도 새로운 MAP 을 선정을 하지 않는

다. 

최상위 레벨과 최하위 레벨 지역정보를 가지는 지

역 이외에 이동노드가 위치하면 이동에 따라 1/2 확률

로 새로운 MAP을 선정한다. 자신과 이웃하는 동일한 

레벨의 지역정보 가지는 AR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와 

자신보다 상위 지역정보를 가지는 AR 지역으로 이동

하는 경우 새로운 MAP 을 선정하고, 자신보다 낮은 

지역 정보를 가지는 AR 로 이동할 경우에는 새로운 

MAP 을 선정하지 않는다. 그림 2 에서 이동노드가 레

벨 2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면 6 방향 중 3

방향으로 이동할 때 새로운 MAP을 선정한다.  

최하위 지역정보를 가지는 AR 지역에 이동노드가 

있는 경우, 이웃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때 마다 새로

운 MAP을 선정한다.  

새로운 MAP 을 선정할 때 발생하는 핸드오프비용

을 
t

H
cos
라 할 때, 각 레벨 별 지역에서의 기대핸드

오프 비용 levelHE )(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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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노드가 본 논문에서 제안한 MAP 선택 지역에 

진입하여 하위 레벨 지역을 n 번 지나갈 때 기대 핸

드오프 비용은 다음과 같다.  

MAP 트리의 최대 높이의 값을 L 이라고 할 때, 각 

레벨의 MAP의 지역 정보를 가진 지역의 수는 1레벨 

1 개, 2 레벨 6 개, …, L 레벨 6(L-1)개이고, 총 구분된 

지역의 수는 1332/)1(6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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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CL ))1(6( − 의 값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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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동노드의 속도에 따라 MAP 선택할 경우 기

대 핸드오프 비용 

 

이동노드는 이동속도에 따라 각기 다른 레벨의 

MAP 을 선정한다. 동일한 수의 MAP 들로 구성된 지

역을 이동노드가 지나간다고 할 때, n번의 하위 MAP

범위를 지나가는 경우, 이동노드의 기대 핸드오프비

용을 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tH
−cos
는 이동속도에 따른 MAP 선정 방식에서 

MAP 선정할 때 발생하는 핸드오프 비용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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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d 는 현 레벨 범위 수/최하위레벨 범위 수 값이

다. 각 레벨 지역에서의 기대 핸드오프 비용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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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각 레벨의 MAP 을 선정할 확률이 동등한 

경우 n 번 이동할 때 총 기대 핸드오프 비용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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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기대 핸드오프 비용 비교 분석 

 

MAP 트리를 레벨 4 높이로 계층적으로 구성하였

을 때, 이동노드의 이동횟수가 증가함에 따른 기대 

핸드오프 비용은 그림 3 과 같다. 한편, MAP 트리의 

최대 레벨에 따른 기대핸드오프 비용은 그림 3 와 같

다. 그림 4 의 경우, 이동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대 

핸드오프 비용차가 커지고 제안한 위치 기반의 MAP 

선정 방식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 한편 그림 4 의 

경우, 6 레벨 보다 높은 레벨의 MAP 트리에서는 이동

속도 기반의 MAP 선택 방식이 보다 좋은 성능을 보

임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높은 레벨은 매우 넓은 지

역을 담당하는 MAP 트리 요구하고 매우 넓은 지역에 

걸쳐 단일한 MAP 선택 방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높은 레벨의 MAP 트리가 존재하기는 현실적으로 힘

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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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동 횟수에 따른 기대 핸드오프 비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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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MAP 트리의 높이에 따른 기대 핸드오프 비용 비교 
 

5. 결론 

본 논문은 HMIPv6 환경에서 MAP 을 선택하는 새

로운 기법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이동노드가 

HMIPv6 로 구성된 네트워크 지역에 진입하여 해당 

지역의 중심 쪽으로 이동할수록 전체지역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많은 MAP 선정 과정을 겪는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중앙지역에 가까운 이동노드에게 상위레벨

의 MAP 을 선정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MAP 

선정 방식은 MAP 트리의 레벨이 6 레벨 이하인 경우 

이동속도에 따라 MAP 을 선정하는 방식보다 나은 성

능을 보였으며 이동횟수가 증가 할수록 더 나은 성능

을 보인다.  

추후에 6 레벨 이상의 MAP 트리에서도 제안된 

MAP 선택방식이 보다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는 보

완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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