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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PMIP (Proxy Mobile IPv6)은 네트워크 기반 이동성 지원 로토콜로, 호스트 기반 이동성 로토콜에 

비해 핸드오버 시간을 지만 완 히 제거하지 못하 고 핸드오버 시의 패킷 손실에 해서도 고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핸드오버 시간을 이고 패킷 손실을 방지하여 끊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빠른 predictive 핸드오버 방식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이 방식을 이용할 경우 predictive 모드에서의 

핸드오버 차를 진행하기 해 불필요한 핸드오버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GPS를 이

용하여 MN (Mobile Node)의 치정보를 악하고 이를 통해 predictive 모드에서의 빠른 핸드오버 차 

진행 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한 기법을 제안한다.

1. 서론

네트워크 기반 이동성 지원 로토콜인 PMIPv6 (Proxy 

Mobile IPv6)[1]는 MIPv6 (Mobile IPv6)[2]와 같은 호스

트 기반 이동성 지원 로토콜에 비해 MN (Mobile 

Node)의 핸드오버 시간을 이고 단말이 핸드오버에 직  

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 이 있다[3]. 하지만 핸드오버 

시간을 완 히 제거하지 못하 으며 핸드오버 동안의 패

킷 손실에 해서도 고려하지 않는다. PMIPv6는 MN이 

네트워크와의 연결이 끊어진 후 핸드오버 차를 수행하

는 reactive 방식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다시 

수행하는 동안 패킷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4].

   핸드오버 시의 패킷 손실을 방지하고 빠른 핸드오버를 

수행하기 해 [5]가 제안되었다. [5]에서의 PMIPv6는 

predictive 핸드오버를 지원하며 패킷 손실을 방지하기 

해 MN의 핸드오버 동안 MAG (Mobile Access 

Gateway)에서 패킷을 버퍼링한다. 하지만 [5]의 빠른 핸

드오버 기법은 핸드오버를 비하는 시 에 따라 오히려 

핸드오버 지연이 길어질 수 있다는 단 이 있다[6].

   본 논문에서는 MN의 빠른 핸드오버 시 지연을 최소화

하기 한 기법을 제안한다. MN은 GPS를 이용하여 자신

의 치 정보를 MAG에게 달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PMIPv6에

서의 빠른 핸드오버 기법을 설명하고 이때의 문제 을 서

술한다. GPS를 이용한 빠른 핸드오버 기법의 개선 방안은 

3장에서 소개하며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련 연구

그림 1은 PMIPv6에서의 빠른 핸드오버 기법을 구 할 때 

핸드오버 시그 링 차를 보여 다. pMAG (previous 

MAG)의 서비스를 받던 MN은 pMAG의 RSS (Received 

Signal Strength)가 임계값 이하로 떨어지면 핸드오버를 

해야 한다고 악하고 주변 MAG들을 탐색한다. 한 

nMAG (new MAG)가 탐색되었을 경우 MN은 이 nMAG

에 한 정보를 pMAG에게 달한다. 이제 pMAG와 

nMAG는 HI (Handover Initiate)메시지와 HAck 

(Handover Acknowledge) 메시지를 교환함으로써 두 

MAG 사이의 터 을 만든다. 이 후 LMA (Local Mobility 

Ahchor)에서 pMAG로 보내는 모든 패킷들은 이 터 을 

통해 nMAG로 달되며 nMAG 내에 버퍼링된다.

   MN이 pMAG의 역에서 벗어나 nMAG에 근하면 

nMAG는 MN의 근을 악하고 버퍼링했던 패킷들을 

모두 MN에게 송한다. 이와 동시에 LMA와 PBU 

(Proxy Binding Update) 메시지, PBA (Proxy Binding 

Acknowledgement)메시지를 교환함으로써 핸드오버 차

를 수행한다. 이 기법을 이용할 경우 MAG에서의 패킷 버

퍼링을 통해 핸드오버 시의 패킷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만약 MN이 pMAG의 RSS가 임계값 이하로 떨어진 것

을 감지하여 주변 MAG를 탐색하고 nMAG에 한 정보

를 pMAG에게 보내기 에 pMAG와의 속이 끊어지면 

reactive 모드에서 핸드오버가 진행된다. 이 경우 패킷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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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predictive 모드에서 핸드오버

가 진행되는 것을 보장하기 해 핸드오버를 한 RSS의 

임계값을 높일 수 있다. 

(그림 1) 빠른 핸드오버를 용한 PMIPv6에서의 

predictive 핸드오버 차

빠른 핸드오버 기법이 predictive 모드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장하기 해 RSS의 임계값을 높일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단 predictive 모드에서의 핸드

오버 차가 진행될 경우 LMA에서 MN에게 달되는 모

든 패킷들은 MN이 아닌 nMAG로 해져 버퍼링된다. 따

라서 MN이 pMAG의 역에 오래 머물수록 MN은 오랫

동안 패킷을 수신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핸드오버의 지연

을 야기한다. 즉, 빠른 핸드오버 기법을 용함으로써 오

히려 핸드오버 지연이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이다. MN의 

이동속도가 느리거나 혹은 MN이 핸드오버 직  이동을 

멈출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제 안기법

핸드오버를 한 RSS의 임계값을 높임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핸드오버 지연 문제는 pMAG와 nMAG사이의 터

이 개설된 후에도 pMAG가 LMA로부터 달받은 메시지

를 nMAG가 아닌 MN에게 달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MN이 pMAG와의 속이 끊어진 후 nMAG에게 

패킷을 달하게 된다면 패킷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것을 해결하기 해 GPS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림 2는 본 논문의 제안 기법인 GPS를 이용하여 

PMIPv6에서 빠른 핸드오버를 구 할 경우의 핸드오버 

차이다.  MN은 pMAG의 RSS가 임계값 이하로 떨어질 

경우 핸드오버하여 이동할 nMAG에 한 정보를 pMAG

에게 넘기고 pMAG는 이를 이용하여 nMAG와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이 게 터 이 생성된 후 LMA에서 MN에게 

달되는 패킷은 nMAG가 아닌 MN에게 달된다. 즉, 

PMIPv6에 빠른 핸드오버를 용하 을 때 터 이 만들어

지기 시작한 시 부터 MN이 pMAG의 역을 벗어날 때 

까지 패킷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제거할 수 있다. 

   이 후 MN은 주기 으로 pMAG에게 자신의 치정보

를 보내야한다. 자신의 커버리지를 아는 pMAG는 MN에

게 받은 치 정보를 이용하여 MN이 자신의 역에서 벗

어날 것이라는 단이 되면 LMA에게서 받은 패킷을 MN

이 아닌 nMAG에게 송한다. 본 기법을 이용하여 

predictive 모드에서의 핸드오버 시간을 일 수 있고, 

nMAG에서 버퍼링을 해 사용되어야 할 메모리의 용량

도 일 수 있다.

(그림 2) 제안 기법에서의 핸드오버 차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PMIPv6에 빠른 핸드오버 기법을 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핸드오버 지연을 일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하 다. GPS를 이용하여 MN은 자신의 

치정보를 pMAG에게 달하고 pMAG는 이 정보를 이

용하여 MN이 자신의 역에서 언제 벗어날 것인지를 

악하여 LMA로부터 받은 패킷을 MN이 아닌 nMAG에게 

하는 시 을 악한다. 이 후 패킷은 nMAG에게 송

되어 버퍼링됨으로써 빠른 핸드오버를 구 함은 물론 패

킷 손실도 없앨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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