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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폰, PDA와 같은 다양한 무선통신 단말들이 출 하면서 차량 내에서도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

려는 사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 인 차량 내에서 인터넷 엑세스를 해, 그리고 차량

이 다른 서 넷 사이를 이동하더라도 시그 링 오버헤드가 크지 않게 하기 해, network mobility 
basic support (NEMO BS) protocol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차량 내의 노드들에게 QoS를 지원하기 해서 

session admission 기법 등이 필요하다. 이 때, 차량 내에서 발생하는 세션은 new session과 handoff 
session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new session의 쇄보다 handoff session의 쇄가 서비스 만족도 측면에

서 더 큰 임팩트를 가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차량 외부에서 차량으로 이동한 노드들의 handoff 
session 쇄확률을 이기 한 늦은 바인딩 업데이트 기법을 제안한다.

1. 서론

최근 다양한 무선통신 단말들의 출 으로 인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에 속하기를 원하는 사용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버스나 기차와 같이 

이동 인 차량 내에서도 IPTV나 VoIP 등의 어 리 이

션들을 끊김 없이 서비스 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다른 서 넷으로 이동할 경우, IP 주소가 바 기 때문에, 

서비스 인 어 리 이션의 세션은 끊기게 된다. 따라서 

이것은 새로운 세션을 맺기 한 지연을 발생시키고, 불만

족스러운 서비스로 이어지게 된다.

와 같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던 단말이 다른 서

넷으로 이동하여 IP 주소가 바 더라도 세션의 연결을 유

지시키기 해, 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에서는 IP 계층에서 단말의 이동성을 제공하는 로토콜

들을 표 화하 다 [1][2]. 그러나 제안된 로토콜들은 

[1][2], 이동 노드 (mobile node: MN) 가 서 넷 사이를 

이동할 때마다 시그 링 메시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이동 노드들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차량의 경우, 높은 시그

링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이동하는 차량을 하나의 이동 네트워크로 간주하여, 차량

이 다른 서 넷으로 이동하더라도 차량 내의 모든 노드들 

신 차량에 설치돼 있는 이동 라우터 (mobile router: 

MR)가 치등록을 하는 NEMO BS (network mobility 

basic support) 로토콜이 제안되었다[3].

차량에 타기 , WWAN (wireless wade area 

network)에서 인터넷 연결성을 제공받던 이동 노드는, 

NEMO 기반의 차량 네트워크에서, 차량에 탑승 후, MR

의 MNP (mobile network prefix)를 이용하여 CoA를 생

성한다. 그리고 생성된 CoA와 함께 BU (binding update) 

메시지를 이동 노드의 홈 에이 트 (home agent: HA)에 

송함으로서 이동 노드의 치등록 과정은 완료된다. 그

러나 이 때, 차량 네트워크에서의 (WLAN) QoS를 지원하

기 해, 새롭게 생성된 세션 (new session) 이나 핸드오

 세션에 (handoff session) 한 admission control 기법

이 필요하다 [4]. 특히, 핸드오  세션이 쇄 (blocking) 

될 경우, 사용자의 만족도는 새로운 세션이 쇄되는 경우

보다 낮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차량 네트워크에서 QoS 

등을 지원하기 해 발생하는 핸드오  세션의 쇄확률

을 이기 한 늦은 바인딩 업데이트 기법을 제안한다.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을 

한 시스템 모델과 제안 기법에 해 각각 2, 3장에서 서술

한 후, 마지막으로 4장에서 본 연구의 결론  향후 과제

에 해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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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모델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NEMO BS 로토콜은 차량의 

이동에 따르는 시그 링 오버헤드를 이기 해 제안된 

로토콜이다. 즉, 이동 네트워크가 다른 서 넷으로 이동

하기 까지는 NEMO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시그 링 

비용에 한 이득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차량이 비록 서

넷 사이를 이동하지 않더라도 이동 노드가 WWAN에 

인터넷 연결을 직 으로 유지하는 것은 배터리나 채  

등의 낭비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동 노드

가 차량에 탔을 때 바로 치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

량이 다음 정류장에 서기 , 는 다른 서 넷으로 이동

하기 에 치등록을 하도록 제안한다.

이를 해서는 차량의 치와 경로를 악해야 하는데, 

버스나 기차와 같은 공공 교통수단은 경로가 일정하고, 

GPS 수신기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치를 비교  정확하

게 측할 수 있다. 따라서 차량 네트워크에서는 차량의 

속도 등을 고려하여 이동 노드가 치등록을 해야 하는 

최 의 지 을 알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우리는 서

넷과 정류장에 한 이 지 을 각각  로 정의한

다. 그리고 차량과 다음 서 넷까지의 거리, 차량과 다음 

정류장까지의 거리를 각각  로 정의한다.

Enrique et al.은 cellular의 채 모델과 비슷하게, 

WLAN에서 effective data rate을 정의하여 세션의 수에 

constraint한 모델을 세워 증명하 다 [5]. 따라서 본 연구

의 시스템 모델에서도 이를 이용하여, 차량이 이동 에 

WLAN에서 가용한 세션 연결의 수를  , 각 노드들이 차

량에 탈 때 유지하고 있는 평균세션의 수를 로 가정한

다.

3. 제안 기법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늦은 바인딩 업데이트 기법은 그

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처럼 정류장에서 차량에 탑승하는 

사용자들의 (이동 노드) 수를 으로 가정하자. 그리고 차

량이 출발하면 쓰 드를 두 개 발생시킨다. 하나는 차량과 

다른 서 넷 사이의 거리, 그리고 차량과 다음 정류장과의 

거리를 측정하여 각각의 거리가 하나라도 일정 거리 이내

에 들어오면 쓰 드 1을 종료한 후, 이  정류장에 탑승했

던 노드들에게 치등록을 하게 한다.

치등록 후, 핸드오  세션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가용

한 세션의 연결 수는   어도 핸드오  세션의 수만

큼 확보돼야 한다. 바로 이 역할을 차량 출발 후, 쓰 드 

1에서 하게 한다. 2장 시스템 모델에서 탑승한 노드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세션의 수를 로 가정했기 때문에, 그

림 1에서처럼 ∙ ≤   인 경우에만 쓰 드 1은 새로

운 세션을 수락한다. 앞서 말했듯이 새로운 세션의 쇄는 

사용자들이 어느 정도 납득하지만, 핸드오  세션의 쇄

는 낮은 서비스 만족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핸드오  세션

을 최 한 수락하기 해서 새로운 세션을 쇄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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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늦은 바인딩 업데이트 기법

4. 결론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NEMO 기반의 차량 네트워크에서 핸

드오  세션의 쇄확률을 이기 한 늦은 바인딩 업

데이트 기법을 제안하 다. 제안된 기법을 해, 차량이 

다음 정류장과 다음 서 넷으로 이동할 타이 을 비교

 정확히 악할 수 있음을 가정하 다. 그리고 핸드

오  세션을 한 자원이 확보될 때까지 새로운 세션의 

요청은 쇄한 후, 다음 서 넷이나 다음 정류장에 서

기 직 , 바인딩 업데이트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본 연구의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본 논문에서 사

용된, 차량의 속도와   , 이동 노드의 차량 탑

승 후 시간과 의 계 등, 라미터들의 변화에 따르

는 핸드오  세션의 쇄확률을 분석  임워크를 

통해 성능분석을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 

네트워크의 시뮬 이션 구  등을 통해 분석  모델의 

정당성을 증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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