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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멀티인터페이스 이동 노드에서 플로우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PMIPv6 프로토콜 기반
의 HNP 변환 기술을 제안한다. 기본적으로 PMIPv6 프로토콜은 멀티인터페이스 지원 기술이 제공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능은 멀티이터페이스 간의 플로우 기반 이동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효율적인 인터페이스 사용이 가능하지 못함을 위미 한다. 따라서 효율적인 인터페이스 사용을 
위해 네트워크 계층과 링크 계층 사이에 논리인터페이스가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플로우 이동성
을 제공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플로우 이동성 관점에서 플로우 이동성 지원 기능을 

정의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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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본적인 PMIPv6 프로토콜은 호스트 기반 이동

성 프로토콜인 MIPv6 프로토콜[1,2]과 다르게 네

트워크 기반 이동성 지원 프로토콜[3]이다. 이를 

위해 PMIPv6 도메인 내에 LMA(Local Mobility 

Anchor)와 MAG(Mobile Access Gateway)를 정

의하고 이동노드의 이동성을 지원한다. 여기서 

LMA는 이동 노드를 위한 홈 에이전트의 역할을 

수행하며 MAG는 이동 노드가 PMIPv6 도메인에 

접속할 수 있도록 access router 역할을 수행한다. 

더불어 이동 노드를 대신하여 이동성 관련 신호

를 처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기본적으로 PMIP 

v6 프로토콜은 멀티인터페이스를 장착한 이동 노

드가 PMIPv6 도메인에 접속 시 멀티인터페이스

를 통한 동시 접속 서비스와 인터페이스 사이에

서의 핸드오버 지원을 위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

다. 하지만 기존 프로토콜의 경우 인터페이스 사

이에서의 이동성 지원은 가능하나 플로우 기반의 

이동성 지원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유 HNP를 기반

으로 플로우 이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IETF NetExt WG에 제출되어 있다[4]. 하지만 이 

기술들은 이동 노드 내 통신 프로토콜의 수정과 

PMIPv6 프로토콜의 수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존 기술과의 호환성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논

문에서는 멀티인터페이스 이동 노드가 PMIPv6 

도메인에서 접속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플로

우 이동성 서비스가 가능한 지원 기술을 제안한

다. 2장에서는 본 논문의 네트워크 모델 및 이동

성 시나리오를 기술하고 3장에서 논리인터페이스 

기반 HNP 변화 기법을 기술하고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네트워크 모델 

본 논문에서는 그림 1에 도시된 네트워크 모델을 

가정한다. PMIPv6 프로토콜은 이동 노드의 인터

페이스별로 Home Network Prefix(HNP)를 할당

한다(MN_Interface1:HNP1, MN_Interface2:HNP2 

). LMA는 이 정보를 BC table에 별도의 entry로 

생성하며 이를 모바일 세션으로 관리한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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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네트워크 모델

노드는 응용계층 관점에서의 멀티인터페이스 단

일화를 위한 논리 인터페이스 기술[2]를 적용한

다. 이는 IETF NetExt WG charter에 명시된 것처

럼 IP 계층에서 물리적 인터페이스의 변화를 숨

기기 위한 기술로 사용된다. 또한 플로우 이동성 

지원을 위해서 이동 노드 내 네트워크 프로토콜

의 수정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동 노드의 플

로우 이동성 지원은 논리 인터페이스 내에서 제

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플로우 이동성 지원을 위해 단말 내부에 논리 인

터페이스를 추가적으로 구성한다. 또한 논리 인터

페이스에 링크 계층 ID를 부여한다. 따라서 net- 

work layer에서는 자신의 IPv6 주소가 LMA에 

의해서 할당된 HNP등과 논리인터페이스ID(LIID)

를 결합하여 만들어진 주소들이 있다. 예를 들면 

그림 1에 보이듯이 이동 노드의 network layer에

서 사용 할 수 있는 IPv6 주소는 HNP1::LIID, 

HMP2::LIID 등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플로우 이동성 시나리

오를 가정한다.

(a) 이동 노드는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장착하

고 인터페이스별로 MAG에 접속한다.

(b) MAG는 새로운 인터페이스 접속을 LMA에 

알리고 HNP 할당을 요청하기 위한 PBU 

메시지를 생성하여 LMA에 전송한다.

(c) PBU 메시지를 받은 LMA는 인터페이스에 

별로 HNP를 할당하며 이 정보를 BC entry 

table 내에 entry를 생성하고 할당한 HNP 

정보를 포함한 PBA 메시지를 PBU 메시지

를 전송한 MAG에 전송한다.

(d) PBA 메시지를 전송 받은 MAG는 이동 노

드에 알려준다.

(e) 이후 이동 노드는 각 인터페이스에 별도의 

HNP를 할당 받게 되어 동시 접속 환경이 

설정된다.

(f) 이동 노드가 PMIPv6 도메인에 접속이 완료

된 후 이동 노드는 플로우 1, 2는 인터페이

스 1로 플로우 3은 인터페이스 2를 통해 전

송한다.

(g) 이후 이동 노드는 플로우 2를 인터페이스 2

를 통해 전송하도록 플로우 이동성을 실행

한다.

Ⅲ. 플로우 이동성 지원 기법

3.1 PMIPv6 도메인에서의 라우팅 개요  

PMIPv6 도메인은 HNP 기반 라우팅을 수행한다. 

즉, 이동 노드와 LMA 사이에서는 데이터 헤더의 

HNP만을 참조하여 라우팅을 수행한다. 우선, 

PMIPv6 프로토콜은 이동 노드의 인터페이스에 

서로 다른 HNP을 할당하며 MAG 또한 자신을 

통해서 이동 노드에 알려준 HNP만을 라우팅 하

도록 라우팅 테이블을 갱신하다. 따라서 이런 환

경에서 인터페이스 사이에서의 플로우 이동성을 

수행할 경우 기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플로우

의 HNP가 이동 후 사용할 인터페이스에 연결된 

MAG를 통해서 라우팅이 수행 되지 못하는 문제

점을 PMIPv6 프로토콜은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1을 이용하는 플로우는 

HNP_1이 할당된 플로우만 라우팅이 되며 네트워

크 인터페이스 2을 이용하는 플로우는 HNP_2가 

할당된 플로우만 가능하다 가정한다. 이 가정에서

는 인터페이스 1을 사용하는 플로우 2가 인터페

이스 2로 플로우 이동을 수행할 경우 플로우 2의 

HNP_1은 인터페이스 2에 연결되어 있는 MAG_2

에서 라우팅이 수행 될 수 있다. 따라서 플로우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플로우 2가 인터페

이스 2를 통해서 전송이 가능 하도록 플로우 2의 

HNP_1을 HNP_2로 변환 해주면 가능하다. 하지

만 플로우의 HNP를 변환할 경우 단대단 연결 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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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하는 플로우 이동성 지원 기술

김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PMIPv6 도메

인 내에서 만 HNP 값을 수정할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2 플로우 이동성 지원 기법

본 논문의 플로우 이동성 지원 기법은 PMIPv6 

도메인 내에서만 플로우의 IPv6 헤더 내 HNP 값

을 수정하는 것이다. 그림 3에 도시된 것처럼 

HNP_1을 할당 받은 인터페이스 1을 사용하던 플

로우가 HNP_2을 할당 받은 인터페이스 2로 플로

우 이동성을 실행할 경우 이동 노드의 논리인터

페이스와 LMA의 네트워크 계층에서 HNP 값을 

수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동 노드에서 플로

우 이동성이 수행될 경우 이동 노드내의 논리인

터페이스에서 HNP 값을 플로우 이동성이 수행되

는 HNP 값으로 수정한다. 또한 HNP가 수정된 

데이터가 LMA 내로 들어올 경우 LMA는 원 

HNP 값으로 데이터를 수정한다. 반대의 경우도 

위와 동일한 방법이 수행된다. 즉 LMA에 의해서 

플로우 이동성이 수행되는 경우는 LMA에서 플로

우 HNP 값을 수정하고 단말 내 논리인터페이스

에서 원 HNP 값을 수정하여 네트워크 계층으로 

데이터를 올린다. 이처럼 HNP 값 수정은 이동 

노드의 논리인터페이스부터 PMIPv6 도메인을 거

쳐 LMA 네트워크 계층까지만 실행되기 때문에 

플로우의 단대단 끈김 현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

Ⅳ. 결  론

본 논문은 논리인터페이스 기반의 플로우 이동성 

지원 기술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플로우 이동성 

지원 기술은 HNP 값을 수정하는 방안이다. 이 

기술은 NetExt WG chapter에 권고 된 내용인 

“단말의 수정 불가, 논리 인터페이스 기반 기술”

등을 위배하지 않으며, 플로우 이동성 수행을 수

행할 수 있다. 따라서 NetExt WG에 제출된 다른 

플로우 이동성 지원 기술과 차별화되게 PMIPv6

프로토콜의 기본 동작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로

써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제안한 방안은 단말 내

에 논리인터페이스 구현과 LMA 네트워크 계층에 

HNP 값을 수정할 수 있는 여러 기능이 필요하

다. 추가적인 연구로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기능

을 정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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