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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버레이 멀티캐스트는 응용 계층을 기반으로 멀티캐스트 트리를 구성함으로써 서비스 보급을 위한 비

용 소모를 최소화하고 확장성 있는 일대다 통신 구조를 지원한다. 그러나 이를 이동망에 적용하기 위해서

는 이동성 지원 메커니즘과 패킷 손실 및 패킷 중복 수신 방지 기능을 함께 지원하는 오버레이 멀티캐스

트 기법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기법인 mRMCP를 제안한

다. 이 기법은 응용 계층 기반의 Advertisement 기능을 이용하여 하위계층의 지원 없이 단말의 이동성을 

지원한다. 또한 중계기와 단말 간 데이터 전송 시 독립적인 멀티캐스트 채널을 활용함으로써 패킷 중복 

수신을 최소화한다. 이와 같은 기능을 통해 mRMCP는 이동 환경에서 확장성 있는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서  론

  무선망 기술의 발전과 단말의 성능 향상에 따라 이동 

환경에서 다자간 화상 회의나 네트워크 게임과 같은 일

대다 전송 기반의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

가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그룹 통신 기술인 오버레이 멀티캐스트는 단말이 응용 

계층의 멀티캐스트 트리를 구성함으로써 라우터의 멀티

캐스트 지원 없이 그룹 통신을 지원할 수 있다[1,2]. 하

지만 기존의 오버레이 멀티캐스트는 단말의 이동성을 고

려하지 않고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를 이동망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IP와 같은 이동성 지원 메커니즘이 필

요하다. 그러나 모바일 IP의 이동성 지원은 망의 보급 

문제 및 전송 경로 최적화 문제로 인해 오버레이 멀티캐

스트에 적용이 어렵다. 따라서 이동망에서 확장성 있는 

이동성 지원 기능과 응용 계층 기반의 일대다 전송 기능

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기법이 요

구된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이동 환경에 적합한 오버레이 멀

티캐스트 기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들

은 크게 이동망에서 트리 재가입을 통해 전송 경로를 최

적화 하는 기법과 단말의 이동에 따른 트리 재구성 비용

을 최소화하는 기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본 논문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대학 IT 연구센터(ITRC) 

육성산업(ITAC1090060300350001000100100)의 지원에 의

해 수행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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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DM-tunneling과 IGM 기법은 단말이 모바일 IP 

기반의 이동 감지를 통해 망 내에 배치한 멀티캐스트 중

계기에 가입하여 지속적으로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유지

하는 기법이다[3,4]. 그러나 이 기법은 모바일 IP에 의

존적으로 단말 이동성을 지원하기 때문에 모바일 IP 보

급을 위한  비용 증가 문제와 전송 경로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기법에 비해 Mode-m과 

ALM-DN 기법은 단말 이동에 따른 트리 재구성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멀티캐스트 트리를 계층화하는 메커니

즘을 활용한다[5,6]. 그러나 이 기법들은 이동 단말을 

트리의 최하위 노드로 배치하기 위해 이동 단말이 트리

를 주기적으로 이탈해야 하므로 패킷 손실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패킷 손실 및 패킷 중복 전

송 문제, 그리고 모바일 IP의 적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mRMCP를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은 이동성 지원을 

위해 다음의 메커니즘을 활용한다. 우선 응용 계층 기반

의 광고 메시지 및 트리 가입 메시지를 통해 하위 계층

의 지원 없이 이동 감지 및 트리 가입을 수행한다. 그리

고 각 셀마다 고유한 IP 멀티캐스트 주소를 할당하여 데

이터 수신 및 트리 가입을 수행함으로써 패킷 중복 수신

을 방지한다. 

  2장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mRMCP의 이동성 지원 메

커니즘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3장에서는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 시의 사용자 이동성 지원을 위해 시나리오

를 통하여 제안된 기법을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는 결론을 맺고 향후 연구 방향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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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RMCP 네트워크 토폴로지

2. mRMCP - 이동성 지원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기법

  mRMCP는 대표적인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표준 기술인 

RMCP에 정의된 망 구성요소인 세션 관리자(session 

manager, SM)와 멀티캐스트 중계기(Multicast Agent, 

MA)를 기반으로 이동 단말(Mobile Host, MH)에게 멀티

캐스트 서비스를 제공한다[7,8]. 그림 1은 mRMCP의 망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1에서 SM은 MA와 MH가 세션에 참가하여 서비

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세션 가입 및 이탈, 세션 내 

단말 정보 모니터링과 같은 세션 관리를 수행하며 MA와 

MH 마다 고유의 ID를 할당하여 모든 노드를 독립적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송신자(Sender)는 SM을 통

해 멀티캐스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션을 생성하고 자

신이 소속된 망의 MA에게 데이터 전달 서비스를 요청한

다. MA는 이웃 MA와 설정된 멀티캐스트 트리를 구성하

여 송신자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전달한다. Old MA와 

New MA는 각각 이동 단말의 이동 전 후에 연결된 중계

노드로써 단말이 자신의 로컬망에 위치할 때 멀티캐스트 

트리에 가입하고 단말에게 데이터를 전달한다. 마지막으

로 MH는 응용 계층을 기반으로 자신의 이동을 감지하고 

트리에 가입함으로써 하위 계층의 이동성 지원없이 멀티

캐스트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망 구조를 기반으로 mRMCP는 다음의 메커

니즘을 통해 단말의 이동성을 지원한다. 첫째, 하위 계층

의 이동성 지원 메커니즘에 의존하지 않고 단말 이동성

을 지원하기 위해 응용 계층 기반의 MA Advertisement 

메커니즘을 정의한다. 둘째, 단말의 패킷 중복 수신 방지

를 위해 각 MA마다 고유한 멀티캐스트 채널을 할당하여 

트리에 가입하고 데이터를 수신한다. 

  2.1 응용 계층 기반의 MA Advertisement 메커니즘

  기존의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기법은 단말의 이동성 지

원을 위해 모바일 IP의 이동감지 메커니즘을 활용함으로

써 이동망에 적용을 위한 비용 문제와 메시지 포맷의 제

한으로 인한 정보 전달의 확장성 문제를 가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응용 계층 

기반의 MA Advertisement 기법을 제안한다. 본 기법은 

응용 계층 기반으로 새로운 메시지를 정의하고 이를 MA

가 로컬망에 주기적으로 전달함으로써 하위 계층의 지원 

없이 이동 단말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그림 2는 이러한 MA Advertisement의 동작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2. MA Advertisement 동작과정

  MH는 이동 전에 Old MA가 주기적으로 전송하는 MA 

Advertisement 메시지를 수신한다. 단말은 메시지에 포

함된 MA의 ID를 통해 자신이 연결된 MA를 구분한다. 

또한 MH는 광고 메시지의 전송 주기를 확인하기 위한 

Advertisement timer를 관리함으로써 Old MA의 존재 여

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만약 Old MA로부터 타이머 

만료 시까지 광고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는 경우 MA 

Solicitation 메시지를 통해 광고 메시지를 요청한다. MH

는 이동과정에서 기존의 MA와 다른 ID를 가지는 MA 

Advertisement를 수신함으로써 자신의 이동을 감지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본 기법은 하위 계층의 지원 없

이 단말의 이동 감지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응용 계층의 메시지를 이용해 트리 가입을 위한 정보를 

함께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그림 3. mRMCP MA Advertisement 메시지 포맷 

  그림 3은 MA Advertisement의 메시지 포맷 구조이다. 

이 메시지는 RMCP 프레임워크에서 제안하는 메시지 구

조를 기반으로 이동 감지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와 트리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한다. MAID는 각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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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고유하게 할당된 식별자로써 광고 메시지를 전송하

는 MA를 구분하여 자신의 이동을 감지하는데 활용된다. 

또한 GROUP_INFO는 현재 MA가 서비스 중인 세션의 

정보를 나타내어 MH가 다른 세션의 서비스 정보를 획득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LIFE_TIME은 MA가 MH의 

등록을 지원하는 최대 등록 시간을 저장하여 MH가 향후 

등록 시 등록 시간을 결정하는 요소로써 활용된다. 마지

막으로 CONTROL_CHANNEL은 각 MH가 New MA와 등

록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IP 멀티캐스트 주소이다. 

  MA는 이러한 정보를 MH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동 감지 

및 등록을 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한 응용 계층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을 

통해 하위 계층에 의존하지 않고 이동성을 지원함으로써 

확장성 있는 멀티캐스트 서비스 보급이 가능하다.

  2.2 멀티캐스트 채널 기반의 트리 가입 및 데이터 

      전송 메커니즘

  MH는 New MA 정보를 획득한 후 이동망의 MA를 통

해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해 New MA에게 트리 가입을 

요청한다. 기존 제안된 기법들은 트리 가입을 위해 IP 

멀티캐스트의 IGMP를 활용하거나 응용 계층 기반의 가

입 메시지를 유니캐스트로 전달한다. 그러나 IGMP를 이

용해 가입을 요청하는 경우 메시지 포맷의 확장성 문제

로 인해 응용 계층의 트리 가입을 위한 메시지 전달이 

어렵다. 또한 유니캐스트 기반의 가입 메시지 전달 시에

는 이동망에서 발생하는 Ingress Filtering에 의해 트리 

가입 메시지가 차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MH의 멀티

캐스트 패킷 수신 시 인접 셀 간 이동 과정에서 패킷을 

중복 수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멀티캐스트 채널 

활용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이 기법은 로컬망에 위치한 

MA마다 서로 다른 IP 멀티캐스트의 주소를 활용하여 트

리 가입 및 데이터 전달을 수행한다. 세부적으로 멀티캐

스트 채널은 이는 트리 가입을 위한 제어 메시지 채널과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데이터 채널로 분류된다.

그림 4. MH의 New MA 등록 및 데이터 채널 변경 과정

 그림 4는 MH가 각 셀마다 고유하게 할당된 IP 멀티캐

스트 채널을 기반으로 New MA에게 가입하여 데이터를 

수신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Old MA와 New MA는 MH와 

제어 메시지 송수신을 위해  224.3.3.1과 224.3.4.1의 

제어 채널을 사용하고 MH에게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 

224.3.3.2의 데이터 채널을 사용한다. New MA는 자신

이 세션에 가입할 때까지 데이터 채널 주소를 할당하지 

않으며 인접 셀의 MA가 사용하는 데이터 채널의 주소만

을 관리한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단말이 Subnet A에서 

Subnet B로 이동하는 경우 다음의 과정을 통해 연결을 

지속한다. MH는 New MA로부터 Advertisement를 수신

하여 제어채널 정보를 획득한다. 이후 MH는 New MA에

게 할당된 제어 채널 주소를 통해 세션 등록을 요청한

다. New MA는 MH의 등록 요청 메시지를 수신한 후 세

션 메니져를 통해 세션에 가입하고 이웃 MA에게 트리 

가입 절차를 수행한다. 트리 가입 완료 후 New MA는 

MH에게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데이터 채널 주소를 설

정한다. 이 때 설정되는 데이터 채널 주소는 이웃 MA가 

사용중인 주소와 겹치지 않도록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MH는 응답 메시지 수신 후 기존에 데이터를 수신하던 

Old MA의 채널을 대신해 New MA의 채널을 데이터 수

신 경로를 설정하여 데이터를 수신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MH는 이동 시에도 Ingress 

Filtering에  영향을 받지 않고 트리 가입 요청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패킷 중복 수신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

는다.

3. mRMCP 이동성 지원 시나리오

  본 장에서는 앞에서 제안한 mRMCP의 이동성 지원 기

법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이동에 따른 멀티캐스트 트리 

변경 및 데이터 전달 과정을 시나리오를 통해 제안된 기

법을 검증한다. 이를 위해 MH와 MA 관점에서의 이동성 

지원과정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mRMCP 기반으로 이

동 단말에게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나리오를 

통해 기법을 검증한다.

  그림 5는 MH 관점에서의 mRMCP 기반 이동성 지원 

과정을 나타낸다. MH는 주기적으로 수신하는 MA 

Advertisement를 통해 자신이 연결된 MA를 파악한다. 

만약 일정 시간 동안 MA Advertisement를 수신하지 못

한 경우 MA Solicitation 메시지를 전송하여 MA 정보를 

요청한다. MH는 Advertisement를 수신할 때마다 현재 

수신 메시지인 Msgnow와 이전 수신 메시지인 MsgPrev

를 비교하여 자신의 이동 여부를 판단한다. MH는 New 

MA로부터 Advertisement를 수신하여 자신의 이동을 감

지하고 이동망의 제어 채널을 통해 이동 전의 Old MA 

정보를 포함하여 New MA에게 세션 등록을 요청한다. 

New MA로부터 전달된 등록 응답 메시지를 수신한 MH

는 자신의 데이터 채널을 Old MA에서 New MA 채널로 

변경하여 데이터를 수신한다. 그리고 New MA를 Old 

MA로 등록하고 이동 감지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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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MH의 이동성 지원 동작과정

  그림 6은 MA가 MH의 이동 감지 및 데이터 전달 서비

스를 지원하기 위한 동작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New 

MA는 Advertisement를 주기적으로 망에 전송하고 MH로

부터 메시지 전송이 있는지 확인한다. New MA는 

Solicitation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Solicitation 메시지인 

경우 즉시 광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등록 요청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MH가 요청한 세션에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지 파악하고 세션 가입 및 트리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New MA가 세션에 이미 가입된 경우에는 MH로부

터 수신한 등록 요청 메시지에 포함된 Old MA 정보를 

토대로 MH의 이탈을 알리고 MH에게 해당 세션의 데이

터 채널의 멀티캐스트 주소를 등록 응답 메시지를 통해 

공지한다. 만약 New MA가 세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세션 가입 과정 및 트리 가입과정을 추가로 수

행한다. 세션 가입 완료 후 New MA는 Old MA에게 트

리 가입을 요청하는데 이 때 트리 가입 메시지에 MH의 

이동 정보를 같이 포함하여 전달하고 Old MA는 이를 토

대로 로컬망에 데이터 전달을 수행할 지 여부를 판단한

다. 이와 같은 Urgent Join 과정 완료 후 New MA는 

MH에게 데이터 채널 정보가 포함된 등록 응답 메시지를 

전달하고 데이터 채널을 통해 부모 MA로부터 수신한 데

이터를 로컬망에 전송한다.

  위에서 제시한 MA와 MH의 동작과정을 통해 mRMCP

에서는 단말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패킷 손실 및 패킷 중

복 수신을 최소화한다. 이를 기반으로 그림 7에서는 

mRMCP 기반의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할 

때의 단말 이동성 지원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그림 6. MA의 이동성 지원 동작과정

  각 셀에는 트리 가입 및 제어 메시지 송수신을 위한 

제어채널로써 224.1.1.1과 224.1.2.1이 할당되어 있으며 

데이터 채널로써 224.1.1.2와 224.1.2.2가 할당되어 있

다. 사용자는 연결 초기에 Subnet A에서 Old MA에 연

결하여 데이터를 수신하고, Subnet A에서 Subnet B로 

이동할 경우 New MA에게 연결을 요청하여 트리를 변경

한다. New MA는 초기에 세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

태에서 MH로부터 등록 요청 메시지를 수신한 후 세션 

가입 및 트리 가입을 수행한다. 이와 더불어 MA는 원활

한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크기의 버퍼를 가

지고 자신이 이미 전송한 데이터 혹은 앞으로 재생할 데

이터를 저장해둠으로써 트리 연결시의 일시적 단절 현상

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영상 재생이 가능하도록 지원한

다. 이와 같은 초기 설정 후 단말 이동 시의 트리 변경 

및 데이터 수신 과정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Step 1] New MA Discovery

         - MH는 New MA로부터 MA Advertisement를 

수신하여 이동 감지 및 New MA 발견

         - MA Advertisement에 포함된 New MA의 제

어 채널 주소(224.1.1.1) 획득

[Step 2] New MA에게 등록 요청

         - MH는 New MA에 제어 채널을 통해 등록 요

청 메시지 전송

         - 등록 요청 메시지는 MH의 등록 요청 시간, 

가입 대상 세션 정보, Old MA 정보를 포함

[Step 3] New MA의 세션 가입

         - SM을 통해 요청된 세션에 가입하고 MA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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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수신

[Step 4] New MA의 트리 가입 

         - New MA는 MA List에 포함된 이웃 MA와 정

보 교환 후 최적의 부모 노드 선정 및 가입

[Step 5] 등록 응답 메시지 전송

         - New MA는 트리 가입 후 등록 응답 메시지

를 제어 메시지 채널을 통해 MH에게 전달

         - 응답 메시지에는 New MA의 데이터 채널 주

소인 224.1.2.2을 포함하여 전달

[Step 6] 데이터 전송 서비스 개시

         - MH는 등록 응답 메시지를 통해 New MA의 

데이터 채널 획득

         - MH는 데이터 채널 주소를 New MA의 데이

터 채널로 변경하여 데이터 수신 시작

그림 7. mRMCP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시나리오

  이와 같은 동작과정에서 MH는 Old MA에게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신하면서 New MA에게 등록 절차를 수행

함으로써 동영상의 끊김없이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동작과정을 위한 모든 메시지를 응용 계층에서 새

로 정의함으로써 하위 계층의 이동성 지원 없이 확장성 

있는 멀티캐스트 토폴로지 구성이 가능하며  트리 구성

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전달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MA마다 서로 다른 멀티캐스트 채널을 통해 데이터를 전

송함으로써 패킷 중복 수신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이동망에서 하위 계층의 이동성 및 멀

티캐스트의 지원없이 확장성 있는 일대다 그룹 통신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mRMCP를 제안하였다. mRMCP

는 응용 계층을 기반으로 단말의 이동성을 지원하면서 

확장성 있는 멀티캐스트 트리 구성을 지원하고 멀티캐스 

채널과 MA 간 빠른 트리 가입을 통해 패킷 손실 및 패

킷 중복 수신을 방지한다.

  본 기법의 이동감지 메커니즘은 기존의 모바일 IP 기

반 기법과 달리 응용 계층 기반의 메시지를 통해 MA 발

견 및 트리 가입을 위한 정보를 함께 전달하여 트리 가

입 및 MA 발견 기능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각 셀마

다 고유하게 할당된 IP 멀티캐스트 주소를 이용해 트리 

가입 및 데이터 수신을 수행함으로 패킷 중복 수신을 방

지한다. 향후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테

스트베드를 구축하여 패킷 손실 및 중복 패킷 수신 방

지,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의 QoS 지원에 관한 성능 

검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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