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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address allocation 

algorithm in hybrid Mobile ad-hoc network 

(MANET). Most of proposed address autoconfiguration 

algorithms are node based. Node based address 

autoconfiguration algorithms are inefficient. Because 

the node based algorithms waste bandwidth and 

consume much battery in mobile ad-hoc networks. 

we present the address allocation algorithm using 

internet gateway based address autoconfiguration by 

modifing the IPv6 stateless address autoconfiguration 

protocol. 

  We use the network simulator NS-2 in our 

experiments. The simulation result shows reducing 

network traffic and saving battery.

I. 서론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Mobile Ad-hoc Networks)는 고정

된 인 라가 없는 환경에서 앙 집 인 리 없이 이동

노드들 스스로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데이터 통신을 한다. 

이를 하여 이동노드들은 라우터  호스트로써의 기능을

 

갖추고 멀티홉 통신을 한다. 

  유비쿼터스 시 의 도래로 인하여 통신 인 라 없이도 

서로 간에 통신을 하는 애드혹 네트워크의 사용이 늘어 나 

면서 독립 인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와 인터넷과의 속이

요구되고 있다. 애드혹은 인터넷과 연결된 Internet 

Gateway를 통해서 인터넷과 연결된다. 애드혹 노드들은 이

동을 하면서 무선으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그 치에 따라 

다른 IP주소를 할당 받는 Mobile IP를 사용하게 된다. 

Mobile IP에서의 주소를 할당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1]과 

SAA(stateless address autoconfiguration)[2]으로 2가

지가 있다. 

  첫 번째로,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방식은 DHCP서버에 의해서 IP가 할당된다. 그러나 DHCP

방식은 유선 네트워크 기반의 주소 할당 방식으로 노드의 

이동이 심하고 멀티홉 통신으로 연결이 불안정한 애드혹 

네트워크에서 그 로 용하기는 어렵다. 

   두 번째 방법으로 SAA(stateless address autoconfiguration)는 

이동노드 자체에서 IP를 설정하여 할당하는 방법이다. 그러

나 단일 홉 통신을 기반으로 개발된 SAA방법은 다  홉 

통신을 하는 애드혹 네트워크에 맞지 않다. 이 방법은 자원

이 한정되어 있는 이동노드를 심으로 주소를 생성함으로

써 노드의 배터리 사용에 향을 주어 노드의 수명을 크게 

감소시킨다.  주소 설정과정에서 주소 설정 패킷이 

Broadcasting방식으로 송이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트래

픽이 증가 하고, 패킷이 송되는 경로상의 모든 노드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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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가는 멀티홉 통신이므로 각각 노드의 배터리 사용에 

향을 주어 네트워크 수명 한 감소시킨다. 따라서 주소 설

정 시에 설정 노드에서 처리되는 과정을 이고 송되는 

패킷의 수도 여야 한다. 

  SAA방법을 이용하는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노드를 심

으로 주소설정을 하고 있어 배터리의 사용이나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최소화 하지 못한다 [3],[4]. 그러므로 본 논문에

서는 Mobile IPv6의 SAA 방법을 기본으로 하여 IP주소설

정과정의 패킷수를 이고 Internet Gateway를 통해 주소

를 할당하는 효율 인 주소 자동설정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

에 하여, 3장에서는 시뮬 이션을 통한 결과를 제시하고 

4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II. Internet Gateway를 통한 효율 인 

IP주소 설정 방법

 Mobile ad-hoc망은 그림 1과 같이 Internet Gateway

를 통하여 Internet망과 연결이 된다. 그리고 각각의 

모바일 노드들은 Mobile IPv6를 이용하여 Mobile 

ad-hoc망의 내부뿐만 아니라 Internet망과도 통신을 

한다. 새로운 모바일 노드가 들어오게 되면 자동주소

설정(stateless address autoconfiguration)과정을 통해

서 Mobile IPv6를 얻게 된다. 

  새로운 모바일 노드가 Mobile ad-hoc망에 들어오면 

site-local address를 설정해야 한다. 이 주소를 통하여 

Mobile ad-hoc망 내부의 노드들과 통신을 하고 Global 

address의 설정도 한다. 그러나 Global address의 설정

과정에 있어서 노드는 Internet Gateway와 주소를 설

정하기 한 패킷을 교환한다. 이 과정에서 주소설정 

패킷은 broadcast방식으로 송되는데 이것을 unicast

방식으로 바꾼다면 노드들의 배터리 사용뿐만이 아니

라 네트워크 트래픽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를 해 

Local Address Configuration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site-local address를 획득한 노드가 인터넷과 

통신을 하기 해서는 Global address를 획득해야 한

다. 즉 인터넷과 통신을 하고자 하는 노드는 Internet 

Gateway에게 Global address를 설정하기 해 필요한 

정보인 global prefix와 Gateway address를 요청하고, 

Internet Gateway는 정보를 요청한 노드에게 주소 설

정 패킷을 송해 주게 된다. Mobile ad-hoc망에서는 

이 게 Internet Gateway로부터 수신한 패킷을 이용하

여 노드에서 직  임시의 Global address를 생성을 하

고 다시 Internet Gateway로 임시의 Global address를 

송하여 Global DAD를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패킷 

교환으로 인한 주소 설정 시간의 증가와 네트워크 트

래픽을 이기 해서 본 논문에서는 Internet 

Gateway를 심으로 한 Global address의 설정 방법 

한 제안한다.

#1
#2

#3

Internet
Internet Gateway

Mobile node

MANET A MANET B MANET C

그림 1. Internet과 연결된 Mobile Ad-hoc 

network(MANET)

2.1 Local Address Configuration

  Mobile ad-hoc망에 새로운 노드가 들어오면 임시

인 주소를 설정한다. 이 게 설정된 주소는 Mobile 

ad-hoc망에서 유일한 주소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서 site-local address로 설정된다. 임시 으로 생성된 

주소의 유일성을 단하는 과정이 Duplicate address 

detection(DAD)[5]이다. 일반 인 DAD는 NDP(neighbor 

discovery protocol)의 Router Solicitation(RS)와 

Router Advertisement(RA)를 수정하여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2와 그림 3 같이 RS에 hop count 필

드를 추가하고 RA에 default node필드를 추가 한다. 

0 8 16          31

Type Code Checksum

Reserved

Hop Count options.....

Type        ROUTER_SOLICITATION

Code        Subfiled of type 

             (0 for default)

Checksum   ICMP checksum

그림2.. Packet Format of 'Router Solicitation' 

0 8 16          31

Type Code Checksum

Reserved

Default Node 

Address (128bit)

Type        ROUTER_ADVERTISEMENT

Code        Subfiled of type 

             (0 for default)

Checksum   ICMP checksum

그림3. Packet Format of 'Router Adverti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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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를 해서 RS의 Target address 필드에 노드가 

임시로 생성한 주소를 넣고 hop count를 0으로 설정을 

하고 DAD를 실시한다. RS를 수신한 노드는 Target 

address 필드와 hop count 필드를 확인한다. RS의 

Target address 필드와 자신의 site-local address가 

같으면 주소의 복이 발생하 다고 단하고 RA를 

RS를 송신한 노드에게 송한다.  hop count가 0인 

경우에는 RA의 default node필드에 수신한 노드의 

site-local address를 넣어서 송을 한다. 그 외의 다

른 경우에는 RS의 hop count를 1증가 시키고 다른 노

드로 RS를 달한다.   

  RS를 송한 노드는 2가지 종류의 RA를 받을 수 

있는데 default node필드에 주소가 설정되어 있는 것과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뉠 수 있다. 노드가 RS

를 송한 후 default node필드가 설정되지 않은 RA를 

하나라도 받으면 주소의 복이 일어났다고 단하고, 

그 이후에 들어오는 모든 패킷들을 무시하고 다른 임

시주소를 생성하여 다시 DAD를 실시한다.  다른 경

우로 노드가 default node필드가 설정된 RA를 수신한 

경우, 제일 빨리 도착한 RA의 default node주소를 가

지고 있다가 DAD의 Timeout시간 내에 default node

필드가 비어있는 RA, 즉 주소의 복을 의미하는 RA

를 수신하지 않는다면 RS를 송한 노드는 임시 으

로 설정한 주소를 site-local address로 설정을 하고 처

음 수신한 RA의 default node주소를 자신의 default 

node로 설정을 한다. 이 default node를 통하여 Global 

address의 주소 설정 패킷이 unicast방식으로 송될 

수 있다. 

  만약 Mobile ad-hoc망에서 다른 노드가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의 노드와 Internet Gateway만 존재한

다면 Internet Gateway가 RS에 한 응답으로 RA를 

보낼 것이고 RS를 송한 노드의 default node가 된

다. 이 게 주소가 설정된 모든 노드들은 자신의 

default node를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제일 말단에 

치한 노드라도 unicast방식으로 Internet Gateway까

지 주소 설정 패킷을 송할 수 있다.

2.2 Global address configuration

  

  Global address를 설정하기 하여 노드는 Gateway 

Solicitation(GS)을 송하게 된다. 여기에서 GS는 

local address설정 시에 설정한 default node를 따라 

Unicast로 Internet Gateway까지 송된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4와 같이 GS에 재 GS을 송

하는 노드의 주소를 담을 수 있는 site-local address 

필드와 재 노드의 Home Agenet address와 노드가 

통신 이라면 Correspond node address를 담을 수 있

는 필드를 추가 하 다. Global address를 생성한 후, 

노드에서 Home Agent와 Correspond node로 Binding 

Update 패킷을 보내던 것을 Internet Gateway에서 

Global address를 생성한 후 직  보내게 하기 해서

이다. Internet Gateway가 Home Agent나 Foreign 

Agent역할을 하는 Mobile ad-hoc망에서 GS를 수신한 

Internet Gateway의 주소와 GS내의 Home Agent주소

가 같을 경우에는 Internet Gateway 자신이 Home 

Agent가 되기 때문에 Binding Update 패킷을 보내지 

않고 다른 경우에 Binding Update 패킷을 Home 

Agent로 송한다. 그리고 GS내에 Correspond node 

address가 있는 경우 Internet Gateway가 직

Correspond node에게도 Binding Update 패킷을 송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노드에서 부터 송

되어 Mobile ad-hoc망을 통해 달되고 외부에 연결

되어 있는 Internet Gateway를 통해서 송되는 

Binding Update 패킷이 Internet Gateway에서 바로  

Home Agent로 송된다. 그 기 때문에 Global 

address 설정 시 Binding Update 패킷 송으로 인한 

Mobile ad-hoc망의 트래픽을 일 수 있다.

0 8 16         31

Type Code Checksum

Reserved

Site-Local address (128bits)

Home Agent address (128bits)

Correspond node address (128bits)

Type        GATEWAY_SOLICITATION

Code        Subfiled of type 

            (0 for default)

Checksum   ICMP checksum

  그림4. Packet Format of 'Gateway Solicitation'

  GS를 수신한 Internet Gateway는 GS내의 site-local 

address를 이용하여 임시의 Global address를 생성한

다. 이 Global address가 인터넷에서의 유일성을 별

하기 해서 Global DAD를 실시한다. 만약 복이 되

었다면 Internet Gateway에서는 다시 임시의 Global 

address를 생성을 하고 Global DAD를 실시한다. 복

이 되지 않았다면 Internet Gateway가 생성한 임시의 

Global address가 인터넷에서 유일하다고 단하고 

GS를 송한 노드에게 Gateway Advertisement 패킷 

송한다. 그리고 노드의 Home Agent와 Correspond 

node에게는 Binding Update 패킷을 송한다. GA를 

수신한 노드는 GA내의 Global address를 자신의 주소

로 설정을 함으로써 주소 설정과정을 마치게 되고 이 

주소를 가지고 인터넷과 통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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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시뮬 이션  검토

3.1 시뮬 이션 환경

  비교 상은 Mobile IPv6에서의 자동주소 설정 알고

리즘인 IP Address Autoconfiguration for Ad Hoc 

Networks[3]를 이용하 다. 실험은 network simulator 

NS-2를 사용하여 시뮬 이션을 하고, Mobile IPv6는 

mobiwan을 이용한다. 데이터링크 계층은 IEEE802.11

기반 Wireless LAN으로 가정을 하고 800m×800m 면

의 공간에서 이동 최고 속도가 5m/s인 노드를 1000

 동안 시뮬 이션 한다.

3.2 결과분석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10 20 30 40 50 60
노드수(개)

패
킷

수
(개

)

기존방법

제안방법

그림5. 주소설정 시 송된 패킷의 수

  그림5는 노드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애드혹 노드가 

Internet Gateway로 송하는 패킷의 수를 측정한 것

이다. 기존의 방법에서는 DAD message와 Binding 

Update message까지 애드혹 노드에서 송하기 때문

에 제안한 방법보다 기본 으로 송하는 패킷이 많고 

노드의 수가 늘어날수록 패킷의 증가량이 많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트래픽이 더 많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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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주소설정 시 사용된 력량

  

그림6은 노드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애드혹 노드가 

Internet Gateway로 패킷을 송하는데 사용한 력량

을 계산한 것이다. 각 노드의 에 지 소모량은 

WaveLAN의 스펙을 따른다. 노드에서는 패킷의 송

과 수신에 모두다 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주소 설정

과정에서 교환하는 패킷의 수가 많아  질수록 많은 양

의 력을 소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애드혹 네트워크의 특성을 고려한 효

율 인 자동 주소 설정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하여 

Internet Gateway에서 주소를 생성하고 할당해 다. 

주소 설정 시 노드에서의 작업을 최소화 해 으로써 

노드의 배터리 사용량을 일 수 있다. 그리고 주소설

정 시 송되는 패킷을 Unicasting방식으로 송되게 

하고 패킷의 숫자도 이기 때문에 송하는 경로에 

있는 노드의 배터리 사용량과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감

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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