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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바일 단말이 이종네트워크 환경에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스트리밍 수신 받으며 이동하는 경
우, 특성이 다른 링크로 옮겨감에 따라 링크의 적정 대역폭에 맞지 않은 스트림 전송률 때문에 전
송 성능이 떨어진다. 본 논문은 Mobile IPv6 에서의 링크 특성 정보 전달방법을 이용하여 스트리밍 
전송 성능을 높일 수 있음을 보인다. 이를 위해서 실제로 링크 특성 정보 전달 방법이 적용된 
Mobile IPv6 테스트 베드를 설계하여 MN 에 링크 특성 추출 기능을 구현하였고, CN 에 데이터 전송
율을 조절할 수 있는 UDP 스트리밍 서버 기능을 구현하였다. 스트리밍 데이터를 수신하는 MN 이 
이종 네트워크 환경간을 핸드오버할 때에 전송 성능이 향상됨을 실험을 통하여 보인다.  

 

1. 서론 

Mobile IP[1][2]로 인하여 MN(Mobile Node)가 다른 
네트워크로 이동을 하여도 기존의 연결을 계속 유지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Mobile IP 는 상위 레이어
에서 핸드오버(handover)를 지원하기 때문에 패킷 손
실, 지연, 패킷 중복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지속적인 무선 접속 기술의 발달로 모바일(mobile) 

단말기가 다양한 링크 접속을 위하여 다수의 네트워
크 인터페이스를 가짐으로써, 다양한 링크들 간의 버
티컬(vertical) 핸드오버가 일어나게 된다. 하지만 
Mobile IP 에서는 버티컬 핸드오버로 인해서 변화하는 
액세스 링크의 변화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갑작스런 
링크 특성의 변화(e.g. 사용가능한 대역폭)에 따른 전
송성능 저하가 발생한다.  TCP의 경우에는 congestion 
control 과 같은 알고리즘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
라서 네트워크 대역폭에 적응하여 전송을 할 수 있지
만, UDP의 경우에는 congestion control이 존재하지 않
기 때문에 네트워크 대역폭에 맞는 전송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모바일 단말이 높은 
대역폭의 IEEE 802.3 유선 링크에서 HD 화질의 동영
상(20Mbps)을 UDP 로 수신하다가 낮은 대역폭의 
IEEE 802.11b WLAN 링크로 핸드오버를 하게 될 경우, 
동영상 서버는 모바일 단말의 링크 특성 변화를 모르
기 때문에 계속해서 20Mbps 의 트래픽을 전송하게 된
다. 그로 인해 모바일 단말에서는 지속적으로 패킷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동영상 
재생이 불가능 해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3]과 [4]에서는 

Mobile IP네트워크 환경에서 mobility signalling을 사용
하여 모바일 단말의 접속 링크 특성 정보를 관련된 
노드블에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링
크 특성 정보를 이용하면 해당 모바일 단말의 링크 
특성에 알맞게 트래픽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패킷 손
실을 줄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링크 특성 정보의 전달을 

이용한 전송 성능 향상 방법이 실제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함을 실험을 통해 보였다. 유선구간인 Ethernet 과 
무선구간인 IEEE802.11b WLAN 환경간을 핸드오버하
는 실험환경을 설정하여 링크 특성 정보 전달 방법을 
적용한 경우와 기존의 경우에 대해 실험을 전개하였
다. UDP 스트리밍 모델을 구현하여 링크활용률과 패
킷손실률의 측정을 통해 링크특성 정보 전달을 이용
한 UDP전송조절 시스템의 전송 성능을 평가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 절에서는 

Mobile IP 환경에서 링크 특성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였다. 3절 및 4절에서는 
실제 시스템에서의 구현 및 그에 대한 결과와 성능 
평가를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5 절에서는 결론과 추
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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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nk Characteristic Information의 전달 

무선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다양한 네트워크로의 접
속이 가능하게 되면서 접속 링크의 정보(e.g. 사용 가
능한 링크 용량, 링크 종류 등)를 관련 노드에게 전달
하는 방안이 IETF 에서 제안되었다. 이와 관련된 아이
디어가 [3]에서 제안되었으며, 나중에 [4]에서 다양한 
IP mobility 솔루션으로 확장되었다. 하지만, 본 논문에
서는 Mobile IPv6[2]에 대해서만 고려한다. 

(그림 1)은 Mobile IPv6에서 MN가 버티컬 핸드 오
버를 수행할 시 링크 특성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3]에서는 LCI(Link Characteristic 
Information) Option을 정의하여 Mobile IPv6에서 추가
적인 메시지의 전송 없이 MN 의 접속 링크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MN 가 접속 링크의 변화를 
감지하게 되면 LCI Option을 사용한 binding update 메
시지 전송을 통해서 위치 변화 정보뿐만 아니라 접속 
링크의 특성(e.g. 접속 링크의 종류, 사용가능한 대역
폭 등)까지 HA(Home Agent)와 CN(Correspondent Node)
에게 알려줄 수 있다. 이 정보를 활용하여 HA 와 CN
은 트래픽 전송량을 조절할 수 있다. 
 

MN HA/CN

Data (with the old link bandwidth)

Binding Update with the Link Characteristic Information Option

Binding Acknowledgement (if sent)

Data (with new link bandwidth)

handover to the new link

attaches to the old link

(Subtype: new link type.
Info: bandwidth = new link bandwidth)

Adjust the traffic sending rate

 
(그림 1) Mobile IPv6에서 링크 특성 정보 전달 과정 

 
(그림 2)는 [3]에서 정의한 LCI Option 메시지를 보

여주고 있다. 이 메시지를 Mobile IPv6 의 binding 
update 메시지의 mobility option 에 포함시켜 추가적인 
메시지의 전송 없이 링크 특성 정보 전달이 가능하게 
한다.  
 

 
(그림 2) Mobile IPv6에서 LCI Option 메시지 구조 

(그림 2)에서 subtype 필드는 MN 의 현재 접속 링
크의 종류를 나타낸다. Link Characteristic Information 
필드는 현재 사용 가능한 링크의 용량을 포함한 링크

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3. Link Characteristic Information 을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 환경 

Mobile IPv6 환경에서 링크 특성 정보의 적용 가능 
여부와 성능 평가를 위하여 (그림 3)과 같은 실험 토
폴로지를 구축하였고, UDP 스트림 전송 성능 평가를 
위해 아래와 같은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MN는 Pentium M 1.3Ghz 노트북을 사용하였다. HA
와 FA 는 Pentium  3 1Ghz, CN 은 Pentium  3 600Mhz 
데스크탑 PC 를 사용하였다. 모든 시스템의 OS 로는 
kernel version 2.4.26의 redhat linux를 사용하였다. 무선 
AP 는 D-LINK 사의 DI-624+를 사용하였다. Mobile 
IPv6 모듈은 MIPL 1.1-v2.4.26[5]을 사용하였다. 
 

HA
(eeca9)

MN
(notebook)

2001:220:1014:2::1/64

FA
(eeca16)

2001:220:1015:2::1/64

CN
(eeca18)

MN

2001:220:1014:1::100

eth0: 
2001:220:1014:1::1/64

eth2: 
2001:220:1015:1::100/64

eth1

eth1

eth2: 
2001:220:1015:1::1/64

Ethernet(100Mbps)

802.11b(11Mbps)  
(그림 3) 실험 토폴로지 및 시나리오 

 
Mobile IPv6 에서 새롭게 링크 특성 정보를 이용하

기 위해서 MN 와 CN 의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였다. MN 에서 링크 특성 정보를 이용하기 위
해서, MN 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인터페이
스에 대한 정보를 Mobile IPv6 에서 알 수 있도록 네
트워크 카드의 드라이버를 수정하였다. 또한 네트워
크 인터페이스의 정보 바탕으로 링크 특성 정보를 
Mobile IPv6의 binding update 메시지에 실어서 전송하
기 위하여 LCI option과 관련된 binding update 메시지 
부분을 새로 구현하였다. 마지막으로 CN 에서 전송하
는 UDP 스트리밍 데이터를 수신하여 성능분석을 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를 제작하였다. CN 에서는 Mobile 
IPv6 에서 수신한 binding update 메시지 안에 있는 
LCI option 의 링크 특성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새
로 구현하였다. 또한 수신한 링크 특성 정보에 따라 
UDP 트래픽을 20Mbps/4Mbps 2 가지의 전송율을 변경
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스트리밍 서버를 제작하였다. 
실험에서 사용할 LCI option 의 필드 값은 mobility 

option type은 0x10으로, subtype은 0x01(IEEE 802.11b 
WLAN)으로 설정하여 실험하였다. 또한 Link 
Characteristic Information 필드는 12byte로 하였다. 
실험은 MN 가 IEEE 802.3 100Mbps 유선링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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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 화질의 동영상 스트림과 유사하게 20Mbps 의 
UDP 데이터를 수신하다가 약 10 초 후에 IEEE 
802.11b 11Mbps 무선링크로 이동하는 버티컬 핸드오
버 시나리오를 적용하였다. 
 
4. 실험 결과 및 성능 평가 

4.1. LCI Option 구현 

 
본 논문에서는 LCI option중 subtype에 대해서만 고

려하였다. (그림 4)는 실제로 LCI option 이 구현된 결
과를 패킷 캡쳐를 이용하여 보인다. 패킷 캡쳐에는 
Ethereal[6]을 사용했다. 

Binding Update 메시지의 Mobility Option에서 Nonce 
Indices Option 과 Binding Authorization Data Option사이
에 LCI Option이 위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LCI Option
의 첫번째 octet 은 Mobility Option type 인 0x10 이 위
치하고, 세번째 octet 에 subtype 인 0x01 위치한다. 마
지막으로 다섯번째 octet 이후로 LCI Option 이 12byte
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Mobile IPv6에서 LCI Option 구현 결과 

 
4.2. UDP 스트리밍 전송 성능 평가 

 
기존의 Mobile IPv6와 Mobile IPv6에 LCI option을 

사용하였을 경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MN 에서
의 UDP 패킷 손실율을 측정하였다. 패킷 손실율은 
MN 가 유선 링크에서 무선 링크로 이동을 하면서 수
신한 UDP 패킷 수를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여 10 번씩의 실험을 하였고 핸드오버시
의 패킷 손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림 5)와 <표 1>은 기존의 Mobile IPv6 와 LCI 
option 을 적용한 Mobile IPv6 에 대한 MN 에서의 UDP 

패킷 손실율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Mobile IPv6 의 
경우 MN 가 핸드오버를 하기 전에는 20Mbps 의 UDP 
트래픽을 100%로 수신하여 패킷 손실율이 0%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약 15 초  후 MN 가 IEEE 
802.11b WLAN 네트워크로의 핸드오버가 끝나게 되면 
패킷 손실율이 평균적으로 70%를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CN 는 MN 가 이동한 네트워
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20Mbps 의 UDP 트래픽을 전송하지만, MN 의 액세스 
링크인 IEEE 802.11b WLAN 네트워크의 링크 용량 부
족으로 높은 패킷 손실이 발생한다. 
 

 
(그림 5) MN에서의 UDP 패킷 손실율 

 
하지만 LCI option 을 적용한 Mobile IPv6 에서는 

MN 에서의 패킷 손실율이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
다.  MN가 핸드오버를 하게 되면 CN은 MN의 액세
스 링크에 따라 트래픽 전송율을 조절 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약간의 패킷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CN 에서 
LCI option 정보를 서버 애플리케이션에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연은 평균 약 0.04 초로 매우 작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실제 Mobile IPv6 시스템
에 LCI option을 적용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1> 평균 패킷 손실율 비교 

 LCI Option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LCI Option을 
사용할 경우 

평균 패킷 
손실율 

74.43% 0.21%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IETF 에 제안된 Mobile IPv6 환경에
서 링크 특성 정보전달 방법을 이용하여 스트리밍 전
송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실제로 구현하여 
보였다. 또한 기존의 Mobile IPv6 에서 MN 가 I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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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3 100Mbps 유선링크에서 IEEE 802.11b  WLAN 무
선링크로의 핸드오버 후에 74.43%의 패킷 손실율이 
발생하였지만, LCI option 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0.21%의 패킷 손실율을 보여 전송 성능이 향상됨을 
실제 실험을 통하여 보였다. 즉, 기존의 Mobile IPv6
에서 20Mbps 를 전송했을 때 74.43%의 패킷 손실율이
라는 것은 약 15Mbps 가 손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HDTV 스트림에서 이 15Mbps 안에는 P 프레임, B 
프레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I 프레임도 포함되
어 있을 것이다. I 프레임이 손실된다는 것은 가장 최
악의 상황으로서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식 HDTV 전송 시
스템에서는 I, P, B 전체 프레임을 전송하는데 약 
18Mbps 이상이 필요하고 B 프레임을 배제한 채 I, P 
프레임 만을 전송하게 되면 약 11Mbps 이상이 필요
하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HDTV 스트림 중에서 I 프
레임 만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약 3Mbps 의 대역폭을 
확보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I 프레임을 정상적으로 
수신하지 못하게 되면 정상적인 HDTV 방송 시청이 
사실상 불가능 하게 된다. 
따라서 본 시스템의 적용을 통해 무선 네트워크에

서 최소한 I 프레임 만을 선별하여 전송할 수 있게 
되고, 트랜스코딩(Transcoding) 솔루션을 적용할 경우 
보다 바람직한 서비스 연속성의 확보가 가능하다. 또
한 HDTV 스트림 수신자는 문제없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추후 과제로는 실제 스트리밍을 시스템을 구현하여 

기존의 Mobile IPv6 환경과 LCI option 을 적용한 환경
에서의 스트리밍 데이터 수신 및 재생의 문제점을 분
석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스템은 추후 
다양한 무선 네트워크 환경(i.e.WiBro, WCDMA, WLAN 
등)에서 VOD, IPTV 등 다양한 스트리밍 시스템에 적
용하여 QoS 를 보장하는 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유
용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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