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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동통신에서 중요한 것은 단말기와 사용자의 이동성을 잘 보장하는 것인데 이동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위치관리이다. 위치관리는 고속으로 셀간을 이동하는 이동 단말
기의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등록과 위치파악 그리고 상대 단말기와 통신하기 위해 선행
되는 빠른 위치파악을 원활한 서비스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고속으로 이동하는 이
동단말기에 의해 발생하는 위치정보갱신의 최소화를 기하면서 위치파악을 신속히 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1.서론
이동통신의 빠른 보급으로 인해 컴퓨터분야에서도 무선 기반의 네트워크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7].
유선기반의 기존의 네트워크는 ATM 을 이용한 정보고속도로를 계속 형성해 나가
고 있는데, 이동통신은 이러한 기반을 이용하여 보다 나은 양과 질의 무선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10,15].
이동통신에서 중요한 것은 단말기와 사용자의 이동성인데, 기존의 유선의 환경에
서는 단말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추적과 위치파악이 고정적이기 때문에
용이한 반면, 무선환경에서는 단말기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동적인 면이 고려
되어야 하므로 효율적인 위치관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6,8,9]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무선환경에서 위치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기존에 무선통신환경(PCS, PCN, WATM)에서의 위치관리를 위한 여러 전략들
이 이미 제시되었지만, 기존의 전략들을 수정보완한다면 보다 나은 위치관리방법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3,4,5,13,14].
이동 단말기의 등록지역간의 잦은 이동으로 발생하는 위치등록과 위치갱신으로
Home Location Server(HLR)의 데이터베이스를 삽입/삭제/갱신해야하는 오퍼레이션
수행횟수를 줄이고, HLR 에서의 통신부하를 감소시키면서도 위치파악을 신속히 하여
발신 단말기와 착신 단말기간의 통신을 원활히 서비스하는 것이 위치관리의 중요한
목적들 중의 하나이다[11].
본 논문에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2 절 이동통신에서의
위치관리에서는 위치관리의 개념과 위치관리 요구사항 그리고 기존에 제시된 위치관
리기법을 개괄적으로 소개할 것이고, 3 절 제안 위치관리에서는 본 논문이 제안하는
위치추적과 위치파악을 사건 추적도로 설명할 것이다. 4 절 평가에서는 본 논문의 전
략에 필요로 되는 Cost 와 기존의 전략들을 비교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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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동통신에서의 위치관리
위치관리란 단말기의 위치이동에 관계없이 호의 발신뿐만 아니라 착신까지도 가능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위치추적과 위치파악으로 나눌 수 있다.
위치추적은 단말기가 새로운 망으로 이동할 때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과정인 위치등
록과 등록된 단말기의 이동에 따라 위치정보를 새롭게 갱신하는 과정인 위치갱신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위치파악은 호 설정 시에 착신 호를 전달하기 위해 현재 이동 단말기가 접속
된 교환국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한다[1].
위치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요구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표 1]에 나타내었다. 위치관리의 중요한 역할은 기능을 축소시키지 않으면서,
시그널링 트래픽의 부하에 의한 망 자원을 낭비를 막고, 위치정보 갱신의 횟수를 적
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위치관리 데이터베이스의 부하를 최소화시키면서도 망의 확장
에 잘 적응하는 것이다[2].
[표 1] 이동통신네트워크에서 위치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User Transparency

설
명
사용자가 느낄 수 없는 위치관리 절차의 수행

Location and Confidentiality

비권한자로부터 사용자 위치 및 사용자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로밍한 무선 셀이나 위치 구역 혹은 망에 대한 식별
기능
위치관리에 필요한 신호 트래픽의 최소화

Cell/Network Identifacation
Minimize Signaling Load

User Information

복수 통신망 사업자 환경에서 사용자의 망 선택기능
제공
접속영역 변경시 마다 사용자에게 통보

Access Restriction

망 접속에 대한 사용자 권한의 제한 기능

Roaming

공중망간, 사설망과 공중망, 사설망간의 로밍 지원

Easy Internetworking

서로 다른 영역간의 연동 지원

Support of Paging

빈번한 위치 변경시의 위치 갱신에 적합한 페이징
기능
다양한 망 규모에서 적용될 수 있는 확장성

User Controlled Access

Scal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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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발표된 수많은 위치관리 기법들 중에서 중요한 기법들인 페이징(Paging),
단일층(Flat), 확장(Expanding), 포워드 포인팅(Forward Pointing:FP), 모발 피엔엔아이
(Mobile PNNI), 위치등록기(Location Registers:LR)를 간단히 소개하겠다.
Seshaddri Mohan 이 소개하는 페이징 방식(Paging)은 Home Loacation Server(HLS)가
모든 기지국(Base Station)들에게 착신 단말기의 존재 여부를 묻는 Paging Message 를
Broadcasting 하고 착신 단말기를 관리하는 기지국은 이 Message 에 응답한다. 응답을
받은 HLS 는 발신 단말기에게 착신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전송해 주면 그 정보로 발신
단말기는 접속시도를 한다[4].
Badrinath 는 단일층 방식(Flat)과 확장 방식(Expanding)을 소개하는데, 단일층 방식
은 자신의 홈에 있는 단말기의 전원을 ON/OFF 하거나 지역을 변경할 때만 HLS 에게 위
치정보를 갱신할 것을 요구한다. HLS 을 지역적으로 분산시켜 배치함으로써 VLR(Visitor Location Register)을 없애며 신호절차를 간소화시킨 전략으로써 위치등록 메시지
와 호 설정 요구 메시지를 HLS 로 직접 전송한다. 확장 방식은 HLS 로부터 착신 단말기
의 위치파악을 시작하며, 그 곳에 존재하지 않으면 상위 Location server(LS)를 계속
따라가면서 위치파악을 한다. 루트(Root) LS 까지의 경로상의 LS 들은 하위 LS 들의 위
치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므로 정기적으로 라우팅 프로토콜(Routing Protocol)로 위치
정보를 상위 LS 들에게 주어야 한다[12].
Krishna 가 제안하는 포워드 포인팅 방식(Forward Pointing:FP)은 이동 단말기들의 잦은
위치이동에 대해 그 단말기들의 HLS 에서 빈번한 갱신을 하게 되면 HLS 에 통신부하와
데이터베이스의 갱신부하로 인한 병목현상을 일으켜 HLS 의 처리효율을 떨어뜨리게 되
어 전체 시스템의 기능의 저하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하여 FP 를 이용하
여 HLS 에서 단말기의 현재 위치의 갱신횟수를 줄인다. 위치파악시에 FP 를 따라가면서
착신 단말기의 위치를 파악한다[14].
김용진씨는 모발 피엔엔아이 방식(Mobile PNNI)과 위치 등록기 방식(Location Registers
:LR)소개하는데, 모발 피엔엔아이 방식은 기존의 PNNI 라우팅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
여 단말기가 이동할 경우에 영역 변수(scope parameter) S 에 의해 제한된 범위 내에
서 교환국간에 Reachability infomation 이 갱신되며,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는 PNNI
라우팅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여 위치추적과 위치파악을 수행한다. 그리고,위치파악
과 호 설정이 동시에 수행된다. 위치 등록기 방식(Location Registers:LR)은 셀룰러 전화
망에서 사용되는 위치 등록기개념을 계층적인 PNNI 기반의 ATM 망구조에 적용한 것
이다. 따라서, LR 방식은 계층화된 구조의 위치 등록기들을 사용한다. LR 방식은 Mobile
PNNI 방식과는 달리 발신 호가 발생하게 되면, 계층적인 일련의 위치등록기들의 추적
을 통해 상대편 이동 단말기가 접속된 교환국의 위치정보를 알아낸 다음, 호 설정 과
정을 수행하는, 즉 위치파악과 호 설정이 분리된 방식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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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안 위치관리
3.1 시스템 모델

LS

*Legend
LS : Location Server
M : Mobile Terminal
MSC : Mobile Switching Center
BS : Base Station

MT

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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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
MT

LS

MT

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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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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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

MS
C
BS

BS

C

MT

BS

BS

MT

MS
BS

BS

BS

MT

[그림 1] 시스템 모델
지금 제시하는 시스템 모델은 본 논문에서의 위치관리 기법을 수행시키기 위한
구조이다.
기지국(BS)은 한 마이크로 셀에 로밍하는 이동 단말기의 신호의 송수신을 처리한다.
기지국은 정시적으로 고유한 ID 를 Broadcasting 하고 한 셀에 들어온 이동 단말기는
이전에 갖고 있는 ID 의 신호세기와 현재 송신한 ID 의 신호세기를 비교하여 신호가
센 셀의 기지국에게 핸드오프를 요청한다.
MSC 는 여러 개의 기지국이 구성하는 등록지역(Registration Area)을 관리하는데, HLS
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VLR 의 역할을 수행한다.
LS 은 여러 개의 MSC 들을 관리하는데, 관리되는 MSC 의 등록지역에 현재 로밍
하는 이동 단말기들이 어느 MSC 에 있는지의 위치정보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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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위치관리
위치관리는 위치추적과 위치파악으로 나뉘어 지고, 또 위치추적은 위치등록과
위치갱신으로 나뉘어 진다.
지금부터 위치관리 알고리즘을 사건추적도를 이용한 메시지 이동도로 설명하겠다.
3.2.1 위치추적
3.2.1.1 위치등록
단말기가 새로운 망으로 이동할 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등록 과정을 말한다.

M

New
BS

New
MS
C

New
LS

HLS

Broadcast_I

D Setup_registration(TID)
Setup_registration(TID)
Setup_registration(TID,TLDN)
Ack_registration
Reply_registration(TLDN)
Reply_registration(TLDN)

[그림 2] 위치등록 : Power On 으로 위치초기등록
이동 단말기가 임의의 셀에서 Power ON 을 하여 시스템을 동작시키면 통신담당 모듈
이 현재 위치한 셀에서 broadcasting 되는 BS 의 ID 를 가지고 위치등록을 한다.
이동 단말기는 먼저 BS 를 통하여 MSC 에게 자신의 고유 터미널 ID(TID)를 전송하여
등록을 시작한다. MSC 는 전송받은 TID 를 가지고 자신을 담당하는 LS 에게 이동
단말기의 신규등록을 요청한다.
LS 는 셀에서 통신을 수행에 이용될 임시주소(Temporary Local Diretory Number: TLDN)
을 하나 할당한다.
초기등록이기 때문에 LS 는 이동 단말기의 HLS 에게 현재 자신이 이동 단말기를 관리
하고 있음을 알려 HLS 가 그 단말기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한다. HLS 는 그
단말기의 ( TID, TLDN )의 정보로 위치파악을 할 수 있게 Forwarding Pointer 를 설정하
고 LS 에게 응답 메시지를 보낸다.
LS 는 다시 MSC 에게 그 단말기의 임시주소(TLDN)을 제공하면, MSC 는 자신이 관리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단말기의 ( TID, TLDN )를 저장시켜 현재 자신이 관리하는
이동 단말기를 추가한 뒤, BS 를 통하여 이동 단말기에게 할당된 임시주소를 단말기
에게 전송한다.
이동 단말기는 방금 전송받은 임시주소(TLDN)을 가지고 호의 발신과 착신을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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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동단말기는 Forwarding Pointer(FP) 길이 필드를 1 로 설정하고 다른 LS 가
관리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때 FP 길이 필드를 1 씩 증가시킨다. 이 FP 길이 필드는
다음에 설명할 위치갱신에 이용되므로 그곳에서 그 용도을 설명하겠다[14].

3.2.1.2 위치갱신
위치갱신은 등록된 단말기가 이동에 따라 위치정보를 새롭게 갱신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3.2.1.2.1 이동 단말기가 같은 MSC 가 관리하는 다른 셀로 이동하는 경우

M

New
BS

MSC

Broadcast_ID

Request_registration(TID, TLDN, FPL)

Ack_registration(FPL)

[그림 3] 위치갱신 : 같은 MSC 가 관리하는 다른 셀로 이동하는 경우
이동 단말기가 인접셀로 로밍(roaming)할 때, MSC 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TID,
TLDN,FPL)을 전송한다. MSC 는 TLDN 이 자신이 관리하는 주소인지 검사한다.
Subnet Masking 을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자신에게 속한 주소이면 데이터베이스에
서 이동 단말기가 위치하는 새로운 셀의 BS 만을 갱신한다.
3.2.1.2.2 이동 단말기가 다른 MSC 가 관리하는 셀로 이동하는 경우

M

New
BS

MSC
New
MSC

LS

MSC
Old
MSC

Broadcast_ID

Request_registration(TID, TLDN, FPL )
Request_registration(TID, FPL)
tLDN
Reply_registration(TLDN, FPL)
Reply_registration(TLDN, FPL)

Request_delete(TID)

[그림 4] 위치갱신 : 같은 LS 가 관리하는 다른 MSC 의 셀로 이동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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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이동 단말기는 LS 에게 새로운 TLDN 를 요청한다.
LS 가 이동 단말기가 위치하는 MSC 의 Subnet 에 부합되는 새로운 TLDN 을 할당
하고 이동 단말기의 TID 와 그것이 속하는 새로운 MSC 의 주소를 LS 의 데이터베이
스에서 갱신시키고 이전 MSC 에게 TID 단말기의 위치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낸다.

3.2.1.2.3 이동 단말기가 다른 LS 가 관리하는 셀로 이동하는 경우
(1) FPL + 1 <= MAX_FP

M

New
BS

( FPL : Forwarding Pointer Path Length)

New
MSC

New
LS

Old
LS

Old
MSC

Broadcast_ID
Request_registration(TID, TLDN, FPL )
Request_registration(TID, FPL)
Update_location(TID, TLDN)
Request_delete(TID)
Ack_Update_location(TID)
Reply_registration(TLDN, FPL)
Reply_registration(TLDN, FPL)

[그림 5] 위치갱신 : 다른 LS 가 관리하는 다른 셀로 이동하고 FPL + 1 <= MAX_FP 인 경우

이 경우는 새로운 LS 에게 새로운 TLDN 를 요청한다.
LS 가 이동 단말기가 위치하는 MSC 의 Subnet 에 부합되는 새로운 TLDN 을 할당
해주면서, 동시에 FPL(Forwarding Pointer Length)의 길이를 1 증가 시키고 그 값이
MAX_FP(FP Path 상한값)보다 작으면 이동 단말기가 이전에 있던 LS 에게 Forwarding
Address 로 단말기 위치정보의 갱신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 LS 는 이동 단말
기가 있었던 셀의 MSC 가 단말기 위치정보를 삭제하도록 한다. 그리고 새로운 LS 는
1 증가한 FPL 과 새로 할당한 임시주소를 MSC 에게 전송하면 MSC 는 새로 들어온 이
동 단말기를 등록하고 이동 단말기에게 (TLDN, FPL)를 전송한다.
FPL 의 상한값을 두는 이유는 FP 를 이용한 HLS 로부터 위치파악에 소요되는 지연을
제한시키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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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PL + 1 > MAX_FP

M

Ne
w
Broadcast(ID)BS

New
MSC

New
LS

Old
LS

Old
MSC

HLS

Old
LS

Request_registration(TID,TLDN, FPL)
Request_registration(TID, FPL)
Request_delete(TID)
Request_delete(TID)
Update_location(TID,TLDN)
Ack_Update_location(TID)

Request_delete(TID)

Reply_registration(TLDN, FPL)
Reply_registration(TLDN, FPL)

[그림 6] 위치갱신 : 다른 LS 가 관리하는 다른 셀로 이동하고 FPL + 1 > MAX_FP 인 경우
FPL+1 이 상한값 MAX_FP 이 될 때 LS 는 그 이동 단말기의 HLS 에게 위치갱신
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낸다. HLS 는 FP 를 따라 가면서 Path 상의 LS 들이 FP 를
퍼징(Purging)하게 한다. 즉, 위치등록정보를 삭제 하게 한다. 이 방법은 Backward
Pointer 없이도 FP Path 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HLS 는 새로운 LS 를 FP 로 가리키게 한다. HLS 는 새로운 LS 에게 응답을
보내고 LS 는 새로 할당한 TLDN 과 1 증가한 FPL 를 MSC 를 거쳐 단말기에게 전달
한다.

3.2.2 위치파악
호 설정시에 착신 호를 전달하기 위해 현재 이동 단말기가 접속된 교환국을 찾아
내는 과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위치파악 과정은 호 설정과는 별도로 이루어지나
호 설정 과정의 일부로써 수행될 수 있다.
제시하는 전략에서는 보다 신속한 호 설정을 위해 위치파악을 호 설정의 일부로
포함시켜, 상대 단말기를 관리하는 MSC 가 발신 단말기에게 응답을 보내는
메커니즘을 따랐다.
상대 단말기의 터미널 ID(Partner's Terminal ID : P_TID)와 자신의 현재 할당받은
TLDN 으로 호 설정을 위한 위치파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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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1 상대 단말기가 같은 MSC 하에 있는 경우

M

BS

MSC

Setup(TLDN, P_TID )
Reply_setup(P_TLDN)

[그림 7] 위치파악 : 상대 단말기가 같은 MSC 하에 있는 경우
상대 단말기가 같은 MSC 하에 있을 때는 MSC 가 상대 단말기의 임시주소인
P_TLDN 을 발신 단말기에게 전송하여 호 설정(Call Setup)을 하게 한다.
3.2.2.2 상대 단말기가 같은 LS 하에 있는 경우

M

B
S

MSC

LS

Setup(TLDN, P_TID )
Setup(TLDN, P_TID )
Reply_setup(P_TLDN)

[그림 8] 위치파악 : 상대 단말기가 같은 LS 하에 있는 경우
상대 단말기가 같은 LS 하의 다른 MSC 의 구역에 있을 때는 LS 가 상대 단말기의
임시주소인 P_TLDN 을 발신 단말기에게 전송하여 호 설정(Call Setup)을 하게 한다.
3.2.2.3 상대 단말기가 인접 LS 하에 있는 경우

M

B
S

MSC

LS

Adjacent
LS

HLS

LS

Setup(TLDN, P_TID )
Setup(TLDN, P_TID )
(1)Setup(TLDN, P_TID )
(2)Setup(TLDN, P_TID )
(2)Setup(TLDN, P_TID )
(1)Reply_setup(P_TLDN)

[그림 9] 위치파악 : 상대 단말기가 인접 LS 하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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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단말기가 같은 LS 하에 없을 경우에는 LS 가 가지고 있는 인접 LS Directory 를
스캔(scan)하면서 인접 LS 들에게 호 설정 메시지를 보내고, 동시에 발신 단말기의
HLS 에게도 호 설정 메시지를 보낸다. 상대 단말기가 발신 단말기의 LS 에 인접한 LS
에서 로밍하는 경우, HLS 의 FP 를 따라 가면서 위치파악을 하여 응답하는 것보다
대부분 빠르게 상대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발신단말기에게 전송하여 호 설정을 할
가능이 높다. 먼저 응답이 오는 것만을 처리하고 나중에 도착하는 위치정보는 무시한
다.
3.2.2.4 상대 단말기가 인접 LS 하에 없는 경우

M

B
S

MSC

LS

Adjacent
LS

HLS

LS

MSC

Setup(TLDN, P_TID )
Setup(TLDN, P_TID )
(1)Setup(TLDN, P_TID )

(2)Setup(TLDN, P_TID )
(2)Setup(TLDN, P_TID )
(2)Setup(TLDN, P_TID )
(2)Reply_setup(P_TLDN)

[그림 10] 위치파악 : 상대 단말기가 인접 LS 하에 없는 경우
상대 단말기의 위치정보가 인접한 LS 들에 없는 경우는 HLS 의 FP 를 따라가면서
파악한 위치정보를 발신단말기에게 보내어 호 설정을 한다.
이 경우는 상대 단말기가 발신 단말기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이다.

4.평가
제안한 방법은 기존의 Forwarding Pointer 를 이용하여 HLS 의 병목현상을 막고,
인접성(Locality)를 이용하여 인접 LS 들에게 상대 이동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질의
하여 빠른 위치파악을 시도한다.
LS 연결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논리적으로 완전 연결 그래프를 이루고 있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전략은 기존의 인접성을 이용한 Mobile PNNI 처럼 Reachability
Information 을 주기적으로 교환할 필요가 없고, LR 방식처럼 상위 LS 들이 하위 Page
Group 들의 위치정보를 유지하지 않으므로 LS 간의 라우팅 정보교환이 일어날 필요
가 없다[1].
그 만큼 네트워크 자원이 절약되고 LS 들의 라우팅 정보교환을 위한 프로세싱과정과'
데이터베이스 추가/갱신/삭제등의 로드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상대 단말기가 LS 가 관리하는 MSC 의 영역에 없을 때, HLS 와 인접 LS 들
에게 보내는 호 설정 메시지가 HLS 와 인접 LS 의 개수만큼이어야 하므로 일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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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증폭을 일으킨다. 여러 단말기들이 동시에 호 설정을 시도하는 Mobile 환경
에서 이 같은 메시지 증폭이 네트워크 자원(대역)을 많이 차지할 수 있으나, 라우팅
정보교환처럼 주지적을 끊임 없이 네트워크 자원을 차지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많
지만 짧은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기존의 Hierarchical 한 구조의 위치전략보다 작은
부하를 가지고 인접성을 이용할 수 있다.
또, LR 방식은 하위 LS 의 Page Group 들의 위치정보를 관리하는, 논리적으로 LS 들의
Tree 구조를 이루는 특성으로 인해 자식 LS 갯수를 밑수로 하는 기하급수(Exponential
Explosion)적인 기억장치(Storage)가 필요하게 되고, 그 기억장치를 운영하는 대에도
상당한 부하가 걸리게 되는데, 본 논문의 LS 의 구성은 인접 그래프로서 인접한 LS
끼리가 라우팅 프로토콜로 주기적으로 위치정보를 교환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기억장치와 네트워크의 사용면에서 효율적이다.
시스템 관리자가 적정수준의 LS 들로 인접 그래프를 구성한다면, HLR 의 부하를 줄
이면서도 인접성을 이용한 빠른 위치파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5.결론
이동통신에서 위치관리는 고속으로 이동하는 이동 단말기의 정확한 위치등록과
상대 단말기와 호 설정(Call Setup)을 위해 선행되는 위치파악을 빨리 하여 원활한
통신서비스를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속이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치정보갱신을 HLS 에서 최소화를 시켜
병목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Forwarding Pointer 를 이용한다. 그리고 HLS 는 이 FP 로
이동 단말기의 위치추적을 한다.
상대 단말기는 인접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접성(Locality)을 이용하면서도 LS 간의
위치정보 교환이 일어 나지 않게 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앞에 제시한 전략을 보다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시뮬레이션
을 할 계획이고 인접하는 LS 를 네트워크의 상황에 따라 동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연구할 계획이다.
끝으로, 본 논문은 앞으로 광대역의 정보고속도로를 이용하는 Wireless ATM
(WATM)등의 위치관리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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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메시지표

메시지(Message)
Broadcast_ID
Setup_registration(TID)
Setup_registration(TID, TLDN)
Ack_registration
Ack_registration(FPL)
Reply_registration(TLDN)
Request_registration(TID, TLDN, FPL)
Request_registration(TID, FPL)
Request_Delete(TID)
Update_location(TID, TLDN)
Ack_Update_location(TID)
Setup(TLDN, P_TID)
Reply_Setup(P_TLDN)

발원지(Origin)
BS
M
New LS
HLS
MSC
New LS
M
MSC
M
MSC
HLS
M
MSC, New LS,
Adjacent LS,
Old LS

역할(Action Indicator)
M 에게 BS 의 존재를 알림
M 의 위치등록 시작
새로 등록된 M 의 HLS 에게
M 의 위치갱신 요구
위치갱신에 대한 응답
위치갱신에 대한 응답
M 에게 TLDN 을 할당하여
위치갱신에 응답
M 의 위치갱신요구
M 이 다른 MSC 의 셀로 이동할
때, New LS 에게 위치갱신요구
위치등록해제 요청
M 의 위치갱신 요청
위치갱신에 대한 응답
착신 단말기의 위치파악
위치파악에 대한 응답

*약어
M : Mobile Terminal
BS : Base Station
MSC : Mobile Switching Center
LS : Location Server
HLS : Home LS

[표 3] 파라메터표

Parameter
TID
TLDN
FPL
P_TID
P_TLDN

의 미
Terminal ID
Temporary Local Directory Number
Forwarding Pointer Length
Partner's Terminal ID
Partner's TL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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