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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은 MN가 Static 경로를 이동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IH 표준을 기반으로 핸드오버 수행을 진행했을 시
핸드오버 지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동할 경로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MIIS server에게 전송함으로써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동시에 고속 핸드오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본다.
Ⅰ. 서 론
최근 WLAN, WIBRO, 3GPP/3GGP2, 유선랜 망 등 여러 이기종 유무선
네트워크들이 하나의 코어 네트워크로의 ALL-IP 통합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에서는 IEEE 802.21 MIH
(media-independent handover)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다
[1]. 그리고 이동단말(MN, mobile node)의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에서는 MN의 IP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으며, 호스트 기반의 이동성 관리기술
인 MIPv4(mobile IPv4)와 MIPv6(mobile IPv6)를 표준화하였다[2][3]. 하
지만 MIPv6는 IP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단말에 방대한 양의
MIPv6 스택이 탑재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네트워크 기반의 이동성 관리 기술인 PMIPv6(proxy
mobile IPv6)의 표준을 완료하였다. PMIPv6는 네트워크 구성요소가 호스
트를 대신하여 이동성을 관리하는 네트워크 기반의 로컬 이동성 관리기술
이다[4].
그러나 MN가 정해진 경로를 이동할 경우 핸드오버 시 매번 이웃 네트워
크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한 과정을 거친다면 핸드오버 지연 시간이 길어
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본 논문은 정해진 경로를 이동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미리 받고 사전 설정을 하여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함으로
써 고속 핸드오버를 지원한다.
본 논문의 Ⅱ장에서는 MIH에 대한 개요 및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살펴본
다. Ⅲ장에서는 제안하는 Static 경로를 지원하기 위해 WiMAX와 WLAN
간의 핸드오버에 따른 시그널링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고 Ⅳ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무관하게 상위 계층에 일관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MIES(media
-independent event service), MICS(media-independent command
service), MIIS(media-independent information service)로 수행된다.

그림 1. MIH 프레임워크

MIES는 상위 계층에게 로컬 또는 원격의 이벤트를 제공하며 링크 특징,
링크 품질, 링크 상태의 동적인 변화를 알린다. IEEE 802.21 로컬 또는 원
격 L2 인터페이스는 MIHF 계층에게 link_up, link_going_down 링크 이
벤트와 트리거를 전달한다. 반면, MIHF는 MIH_SAP을 통해서 MIH 이
벤트들을 MIH_Link_Up, MIH_Link_Going_Down으로 상위 계층에게 전
Ⅱ. MIH
달한다. MICS는 상위 계층이 현재 연결된 링크의 상태 정보와 하위 계층
MIH는 여러 이기종 유무선 네트워크들이 하나의 코어 네트워크로 통합 으로의 연결 결정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한다. MIIS
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림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MIH function은 는 이용 가능한 이웃 네트워크 정보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프레임워크와
IEEE 802.21 프레임워크에서 주요한 구성요소이다. MIHF는 L2 계층과 매커니즘을 제공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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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한 Static 지원 최적화된 시그널링 절차
Ⅲ. 제안한 Static 지원 시그널링 절차
본 논문에서는 PMIPv6 망에서 MN가 정해진 경로를 이동할 경우 핸드
MN가 MIH_Register.request 메시지를 이용하여 MIIS server에 등록할 오버 딜레이를 야기 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고속 핸드오버를 수
때, 자신이 이동할 경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전송한다. MIIS에서 해 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였다. 앞으로 실질적인 테스트베드를
당 메시지를 수신하게 되면 MN가 핸드오버할 것을 대비하여 사전에 이 구축함으로써 성능 검증을 해야 할 것이다.
웃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들을 모두 수집한다. WiMAX를 이용하고 있는
MN가 이웃 네트워크로 핸드오버하게 될 시점이 오면 Serving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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