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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핸드오버가 발생하는 NEMO(NEtwork MObility) 환경에서 주요 이슈  하나는 MR(Mobile Router)이 

핸드오버 하는 동안에도 NEMO 네트워크 내의 MNN(Mobile Network Node)들에게 지속 인 

QoS(Quailty of Service)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를 해 MR의 등록과 자원 약 로세스가 완료되기

까지의 지연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요하다. 한 MR이 핸드오버 하는 동안 네트워크상에 달되고 

있는 데이터 패킷들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NEMO 네트워크에서의 자원 약 

트리거와 버퍼링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안에서는 MR이 새로운 경로와 이  경로가 만나는 지

의 노드인 CRN(CRossover Node)에게 NOTIFY 메시지를 보내 새로운 경로 상에 자원 약 셋업이 빨

리 시작하도록 트리거 하 고, 자원 약이 수행되고 있는 동안 인터넷상에 송 인 데이터 패킷들의 

손실을 이기 해 CRN에서 버퍼링하도록 하 다.

1. 서론 

멀티호 (Multihoming)은 하나의 노드가 여러 개

의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것 혹은 노드가 속한 링

크 상에 하나 이상의 리픽스(prefix)를 할당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부하(Load)의 공유와 균

형화, 사용자의 선호도 반 , 하부 네트워크의 특성

상 역폭 할당에 제한이 있어서 하나의 인터페이스

만으로 사용자나 응용 로그램이 요구한 역폭을 

모두 만족할 수 없는 경우, AP(Attachment Point)의 

failure에 효과 으로 응하여 높은 신뢰성 제공 등

의 목 으로 서비스 되었으며, 이는 곧 멀티호 의 

장 으로 부각되었다[1].

한편, NEMO(NEtwork MObility) 네트워크는 하

나 혹은 그 이상의 IP 서 넷으로 구성된 환경으로, 

네트워크의 부분 혹은 하나의 서 넷이 이동할 수 

 본 논문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대학 IT연구센터

(ITRC) 육성사업( C1090-0603-0036)의 지원에 의해 수

행되었음

있다는 특징을 지닌 특수한 형태의 네트워크이다. 

NEMO  네트워크에서의 이동성 지원은 MR(Mobile 

Router)라고 불리는 게이트웨이에 의해서 이루어진

다. MR은 외부 인터넷과의 연결을 하여 자신의 

HoA(Home Address)와 CoA(Care-of Address)를 

홈 에이 트(Home Agent:HA)에게 등록하며, 자신 

내부의 MNN(Mobile Network Node)들을 해 네

트워크의 군집 리픽스를 HA에게 알린다[2]. 

NEMO 네트워크는 표면 으로는 MR로 표되

는 하나의 모임으로 보이지만, 실제 으로 MR 내부

에는 수많은 고정 단말 혹은 이동 단말들이 포함된

다. 따라서 MR과 HA간 요구되는 자원의 양은 MR 

내부에 포함된 MNN들의 수와 각 MNN들이 요구하

는 자원의 양에 따라 차이가 난다. 이러한 NEMO 

네트워크 환경에서 하나의 인터페이스만으로 MNN

들이 요구한 역폭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멀티호 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 이다. 한 MR은 

HA와 양방향 터 을 설립하여 MNN들의 자원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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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을 군집(Aggregation)하여 수행함으로서 MR과 

HA간 데이터 경로 상에 시그 링  로우별 상태 

정보를 일 수 있다.

NEMO에서 MNN들은 MR을 통하여 외부 단말

과 통신을 하기 때문에 MR의 핸드오버는 내부의 

MNN들에 한 통신 두   품질 하를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MR이 핸드오버 하는 동안에도 

NEMO 네트워크 내의 MNN들에게 지속 인 QoS를 

보장해주는 것이 요하다. 이를 해 MR의 등록과 

자원 약 로세스가 완료되기까지의 지연시간을 최

소화해야 한다. 한 MR이 핸드오버 하는 동안 네

트워크상에 달되고 있는 데이터 패킷들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NEMO 네트워크에서의 자

원 약 트리거와 버퍼링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안에서는 MR이 HA에게 BU(Binding Update)를 

보냄과 동시에 새로운 경로와 이  경로가 만나는 

지 의 노드인 CRN(Crossover Node)에게 NOTIFY 

메시지를 보내 새로운 경로 상에 자원 약 셋업을 

빠르게 수행하도록 하 다. 한 새로운 경로 상에 

자원 약이 수행되고 있는 동안 네트워크상에 송

인 데이터 패킷들의 손실을 이기 해 CRN에

서 버퍼링하도록 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의 서론에 이

어, 2장에서는 멀티홈드 NEMO 환경에서의 자원

약 메커니즘  문제 에 해 기술한다. 그리고 3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자원 약과 버퍼링 

방안에 해 자세히 설명을 하며, 마지막 4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멀티홈드 NEMO 환경에서의 자원 약

이 장에서는 멀티홈드 MR의 등록이 HA에게 완

료된 이후, 자원 약을 수행하는 과정에 해 설명

한다. 자원 약을 한 시그 링 로토콜은 NSIS

를 사용한다. NSIS(Next Steps in Signaling)는 상

이한 QoS 모델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도메인들로 구

성된 달 네트워크상에서 종단간 QoS 시그 링을 

제공하는 차세  시그 링 로토콜이다[3].

그림 1은 멀티홈드 MR의 자원 약 과정을 나타

내고 있다. 그림 1에서는 CN이 데이터 송신자이고, 

MNN이 데이터 수신자일 때, MR이 무선 네트워크

에서의 부하 균형을 해 멀티호 을 사용하는 상황

을 가정하 다. 한 MR과 HA간에는 군집 이 을 

얻기 해 경로 최 화를 사용하지 않고 항상 HA를 

통해 통신하며, 터  경로 상의 자원 약과 종단 간 

자원 약을 병렬 으로 수행하는 병렬 모드(Parallel 

Mode)[4]를 사용한다고 가정하 다.

그림 1. NEMO 네트워크에서의 자원 약

MR은 HA에게 BU 메시지를 보내어 인터페이스 

1의 CoA1와 인터페이스 2의 CoA2를 등록하고, HA

는 MR에게 BA 메시지를 보내 등록이 완료 음을 

알린다. 

데이터 송신자인 CN은 MNN과 QoS가 보장되는 

통신을 하기 하여 RESERVE 메시지를 이용하여 

자원 약 과정을 시작한다. CN의 RESERVE 메시지

를 수신한 HA는 MR과 터 을 설립하고 있기 때문

에, 종단 간 자원 약을 해 RESERVE 메시지를 

보냄과 동시에 RESERVE-t 메시지를 보내 터  내

부의 자원 약 매커니즘을 시작한다. 그리고 터  

내부의 자원 약 완료를 알리는 RESPONSE-t 메시

지와 종단 간 자원 약이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RESPONSE 메시지를 기다린다. 이때, 시그 링 메

시지가 달되는 경로 상에 있는 모든 NSIS 노드들

은 송된 메시지 내부에 포함된 SID(Session ID), 

FID(Flow ID), PT(Path Type) 등과 같은 상태정보

를 유지한다. 

CN이 요구한 자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경

우 HA는 MR의  다른 인터페이스인 인터페이스 

2의 CoA2로 자원 약을 수행한다. 그림 1에서와 

같이, 인터페이스 2의 CoA2로의 자원 약을 수행

하는 도  시그 링 메시지를 수신한 노드가 자신이 

유지하고 있는 상태정보와 SID는 동일하지만 PT와 

FID가 다른 시그 링 메시지를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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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CRN(LoadBalancing CRN)이 된다. LB-CRN은 

동일한 세션에 해 둘 이상의 인터페이스 상으로 

트래픽을 분할하여 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

서 LB-CRN은 기본 인 NSIS 메시지 처리 외에 추

가 으로 자신을 통과하는 세션에 한 동일 여부 

단이 가능해야 하며, 동일 세션에 한 인터페이

스 별 자원 약 상태 처리가 필요하다. 

MR의 멀티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2의 속 

네트워크가 변경되어 새로운 CoA3을 획득했다면  

MR은 새로운 CoA3을 HA에게 등록한다. HA는 새

로운 CoA3으로 자원 약을 수행한다. 그림 1에서

와 같이, 인터페이스 2의 CoA3로의 자원 약을 수

행하는  시그 링 메시지를 수신한 노드가 유지하

고 있는 상태 정보와 SID와 PT는 동일하지만 FID

가 다른 시그 링 메시지를 받았을 때 

HO-CRN(HandOver CRN)이 된다. 핸드오버의 결과

로 나타나는 HO-CRN도 NSIS 메시지 처리가 가능

한 노드로서, 추가 으로 이동에 따른 미사용 경로

에 한 자원 해지 수행을 한다. 

논문 내에서는 MNN은 CN과의 통신을 하기 

해서 MR의 HA를 지나는 역 터 을 이용한다고 가

정한다. 그리하여 LB-CRN과 HO-CRN은 MR에서 

HA까지 이르는 경로 상에서 발견이 된다. 하지만 

MR에서 HA까지의 경로 상에서 CRN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HA가 CRN으로서의 동작

을 수행하게 된다.

MR이 일부 인터페이스가 핸드오버 하는 동안에

도 MNN들에게 지속 인 QoS를 보장해  수 있어

야 한다. 그러나 MR의 등록과 자원 약 로세스가 

완료되기까지의 지연시간이 길 수 있고, 이  CoA

로 달되고 있는 데이터 패킷들이 손실될 수 있다. 

3.  제안하는 방안

이 장에서는 제안하는 NEMO 네트워크에서의 자

원 약과 버퍼링 방안에 해 설명한다. 

MR은 핸드오버 후, HA에게 BU를 보내 자신의 

새로운 CoA를 등록한다. BU를 받은 HA는 MR에게 

BA(Binding Acknowledge)를 보낸다. 한 MR이 

핸드오버 했음을 인식하고 MR과 HA간 터  상에 

자원 재 약을 해 RESERVE 메시지와 

RESERVE-t 메시지를 보낸다. 제안하는 방안에서는 

HA의 QoS NSLP가 RESERVE 메시지와 

RESERVE-t 메시지 송을 트리거 하도록 MIP와 

NSIS 간 Mobility API를 정의하 다. 그림 2는 

MIP 로토콜과 NSIS 로토콜이 Mobility API를 

통해 연계되어 있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MIP는 

QoS-NSLP에게 Mobility API를 통해 MR의 새로운 

CoA를 달한다. QoS-NSLP는 MR의 CoA를 받으

면, MR의 새로운 경로 상의 자원 약  갱신을 

해 RESERVE-t와 RESERVE 메시지를 보낸다.

그림 2. NSIS와 MIP 사이의 Mobility API

한편, 제안하는 방안에서는 MR이 HA에게 BU를 

보냄과 동시에, 새로운 경로로 NOTIFY-t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 다. NOTIFY-t 메시지는 HO-CRN에

게 이  경로로 달되는 데이터 패킷에 해서 버

퍼링하도록 지시하며, 새로운 경로 상에 자원 약

을 시작하고, 이  경로 상에 자원을 해지하도록 지

시하는 메시지이다. 그림 3은 제안하는 방안에서의 

NOTIFY-t 메시지를 보여 다. 그림 3과 같이 제안

하는 방안 용을 해 2개의 래그를 새롭게 정의

하 다. H 래그는 HO-CRN이 발견 음을 알리기 

한 래그로서 임의의 NSIS 노드가 MR의 

HO-CRN인 경우 1로 설정한다. L 래그는 

LB-CRN이 발견 음을 알리기 한 래그로서 임

의의 NSIS 노드가 LB-CRN인 경우 1로 설정한다. 

그림 3. NOTIFY-t 메시지

MR이 보낸 NOFIFY-t 메시지는 새로운 경로 상

으로 달되면서 HO-CRN과 LB-CRN을 만나게 된

다. HO-CRN과 LB-CRN를 만나게 되는 경우는 다

음과 같이 세 가지 시나리오로 만들어진다. 그림 4

를 통해 각 시나리오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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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NEMO 네트워크에서의 이동 시나리오

첫 번째 시나리오는 LB-CRN이 HO-CRN보다 

먼  발견되는 상황으로, 그림 4에서  Inf 2-2의 경

로(AR3→CR2→CR3→HA)에서 Inf 2-1의 경로(AR2

→CR1→CR3→HA)로 이동된 경우를 나타낸다. 이 

경우에서는 먼  만나게 되는 CR1이 LB-CRN이 되

며, CR3이 HO-CRN이 된다. CR1이 NOTIFY-t 메

시지를 수신하게 되면, L 래그를 설정하며, 

HO-CRN을 만날 때까지 달한다. HO-CRN이 되

는 CR3은 메시지를 수신하게 되면 Inf 2-2로 향하

는 데이터 패킷을 버퍼링하고, L 래그가 설정된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달 없이 

NOTIFY-t 메시지를 폐기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HO-CRN이 LB-CRN보다 

먼  발견되는 상황으로, 그림 4를 로 들면  Inf 

2-2의 경로(AR3→CR2→CR3→HA)에서 Inf 2-1의 

경로(AR2→CR2→CR3→HA)로 이동된 경우를 나타

낸다. 이 경우에는 CR2가 HO-CRN이고, CR3이 

LB-CRN이 된다. CR2는 NOTIFY-t 메시지를 수신

하게 되면, H 래그를 설정한 후에 이 메시지를 다

음 노드로 달한다. 그리고 Inf 2-1로 향하는 데이

터 패킷을 버퍼링한다. 달된 NOTIFY-t 메시지를 

받은 CR3은 자신이 MR에 한 LB-CRN임을 인지

하고, H 래그가 설정된 메시지를 받았으므로 더 

이상의 달 없이 NOTIFY-t 메시지를 폐기한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CR3 이후에 HO-CRN과 

LB-CRN이 발견되는 경우로, 이 경우는   

HO-CRN과 LB-CRN이 동일하다. 그래서 HO-CRN

과 LB-CRN으로 인지된 하나의 노드가 동시에 H 

래그와 L 래그를 설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달 없이 해당 노드에서 폐기한다.

NOTIFY-t 메시지를 수신한 HO-CRN은 이  경

로로 가는 데이터를 버퍼링하기 한 버퍼를 비하

고, 이  경로 상의 자원 약을 해지하기 한 

Terdwon 래그를 설정한 RESERVE 메시지를 보

낸다. 이 메시지를 수신한 노드들은 재 수신한 

NOTIFY-t 메시지 내의 SID, 이  FID 그리고 PT

에 한 자원 약을 해지한다. 이는 이  경로 상

의 자원 약 해지를 빠르게 수행하여, 추후에 다른 

통신에 한 자원 약이 효율 으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기 해서다. HO-CRN은 한 새로운 경로 

상의 자원 약 수행을 한 RESERVE-t를 송한 

후 약 완료를 알리는 RESPONSE-t 메시지를 수

신하면, 버퍼링하고 있던 데이터를 MR로 송한다. 

그림 5. HO-CRN의 동작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멀티홈드 NEMO 네트워크에서의 

자원 약과 버퍼링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안

에서는 MR이 새로운 경로와 이  경로가 만나는 

지 의 노드인 CRN에게 NOTIFY 메시지를 보내 

새로운 경로 상에 자원 약 셋업이 빨리 시작하도록 

트리거 하 고, 자원 약이 수행되고 있는 동안 인

터넷 상에 송 인 데이터 패킷들의 손실을 이기 

해 CRN에서 버퍼링하도록 하 다. 제안하는 방안

은 지연에 어느 정도 민감하지 않으면서, 데이터의 

손실 여부가 요한 데이터 트래픽 달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 된다.

재, 제안하는 방안의 성능 평가를 해 OPNET 

12.0 시뮬 이터를 이용한 구 을 진행하고 있다. 그

리하여 패킷 지연 정도와 패킷 손실률 등과 련된 

성능을 비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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