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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PMIPv6 도메인에 속한 이동노드의 멀티인터페이스 환경에서 로우 이동성을 지원하기 

해 HNP(Home Network Prefix) 변환 기법을 제안한다. 기본 으로 PMIPv6 로토콜은 멀티인터페이

스 환경에서 인터페이스 이동성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 기능은 멀티이터페이스 간의 로우 기반 이동

성을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로우 이동성을 제공하기 해 IETF NetExt WG에서 논

의되고 있는 논리인터페이스 기반 HNP 변환 기법을 제안한다. 이 기법은 효율 인 로우 이동성을 

제공하기 한 방안이다. 

그림 1 네트워크 모델

1. 서론

 PMIPv6 로토콜은 네트워크 기반 이동성 지원 로토

콜[1]이다. 이를 해 PMIPv6 도메인 내에 LMA(Local 

Mobility Anchor)와 MAG(Mobile Access Gateway)를 정

의하고 있다. 여기서 LMA는 이동 노드를 한 홈 에이

트의 역할을 수행하며 MAG는 이동 노드가 PMIPv6 도메

인에 속할 수 있도록 속 라우터 역할을 수행한다. 이

는 이동 노드를 신하여 이동성 련 신호를 처리하는 

역할이다. PMIPv6 로토콜은 멀티인터페이스 이동노드

가 PMIPv6 도메인에 속 시 멀티인터페이스를 통해 동

시 속 서비스  인터페이스 사이에서의 이동성 지원을 

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로토콜의 경우  

로우 기반의 이동성 지원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와 같

은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안으로 공유 HNP를 기반으로 

로우 이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IETF NetExt 

WG에 제출되어 있다[2, 3, 4, 6]. 하지만 이 기술들은 이

동 노드 내 통신 로토콜의 수정과 PMIPv6 로토콜의 

수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존 기술과의 호환성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멀티인터페이스 이동 노드가 

PMIPv6 도메인에서 속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로

우 이동성 서비스가 가능한 지원 기술을 제안한다. 본 논

문의 자들은 [8]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논리인터페

이스 기반의 HNP 변환 기법의 임워크를 제안한바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HNP 변환 기법의 구체 인 동

작 방법을 정의하고 NS-2 기반의 실험 결과를 기술한다. 

2장에서는  네트워크 모델  시나리오를 기술하고 3장에

서 논리인터페이스 기반 HNP 변화 기법의 구체  동작 

방법을 기술하며 4장에서 실험결과 그리고 5장에서 결론

을 맺는다. 

2. 네트워크 모델 

 본 논문은 그림 1의 네트워크 모델을 가정한다. PMIPv6 

로토콜은 인터페이스별로 Home Network Prefix(HNP)

를 할당한다(MN_Interface1: HNP1, MN_Interface2:HNP2 

). LMA는 이 정보를 BC table에 별도의 entry로 생성하

며 이를 통해 모바일 세션을 리한다. 한 이동노드는  

IETF NetExt WG charter에 명시된 것처럼 IP 계층에서 

물리  인터페이스의 변화를 숨기기 한 기술인 논리인

터페이스 기술[7]을 사용된다. 한 IETF NetExt WG에

서는 로우 이동성 지원 기술이 논리인터페이스 내에서 

제공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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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하는 로우 이동성 지원 기술

 
이동성 지원을 해 이동노드 내부에 논리인터페이스를 

추가 구성한다. 한 논리인터페이스에 링크 계층 ID를 

새로 부여하여 네트워크 계층에서 사용할 IPv6 주소를 각 

인터페이스 통해 얻은 HNP와 논리인터페이스ID(LIID)를 

결합하여 주소를 생성한다. 를 들면 그림 1에 보이듯이 

이동노드의 네트워크 계층 IPv6 주소는 HNP1::LIID, 

HMP2::LIID 등이다. 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로우 

이동성 시나리오를 가정한다.

(a) 이동노드는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장착하고 인터페

이스별로 MAG에 속한다.

(b) 각 인터페이스별로 LMA를 통해 HNP를 얻는 과정

은 기존 PMIPv6 로토콜의 차를 그 로 따른다.  

(c) 이후 이동 노드는 각 인터페이스에 별도의 HNP를 

할당 받게 되어 동시 속 환경이 설정된다.

(d) 이동노드가 PMIPv6 도메인에 속이 완료된 후 이

동노드는 로우_1,_2 인터페이스_1을 통해 로우 

1, 2를 송하고 인터페이스_2를 통해 로우_3을 

송한다. 

(e) 이후 이동 노드는 로우_2를 인터페이스_2를 통해 

송하도록 하는 로우 이동성을 실행한다.

3. HNP 변환 기법

  HNP 변환 기법은 로우 이동성 지원을 해 PMIPv6 

도메인 내에서만 로우의 IPv6 헤더 내 HNP 값을 수정

하는 것이다. 그림 2에 도시된 것처럼 HNP_1을 할당 받

은 인터페이스 1을 사용하던 로우가 HNP_2을 할당 받

은 인터페이스 2로 로우 이동성을 실행할 경우 이동 노

드의 논리인터페이스와 LMA의 네트워크 계층에서 HNP 

값을 수정하는 것이다. 를 들어 이동 노드에서 로우 

이동성이 수행될 경우 이동 노드내의 논리인터페이스에서 

HNP 값을 로우 이동성이 수행되는 HNP 값으로 수정

한다. 한 HNP가 수정된 데이터가 LMA 내로 들어올 

경우 LMA는 원 HNP 값으로 데이터를 수정한다. 반 의 

경우도 와 동일한 방법이 수행된다. LMA에 의해서 

로우 이동성이 수행되는 경우는 LMA에서 로우 HNP 

값을 수정하고 단말 내 논리인터페이스에서 원 HNP 값을 

수정하여 네트워크 계층으로 데이터를 올린다. 이처럼 

HNP 값 수정은 이동노드의 논리인터페이스에서 PMIPv6 

도메인을 거쳐 LMA 네트워크 계층까지만 실행되기 때문

에 로우의 단 단 끈김 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HNP 변환을 해 필요한 기능들은 다음과 같다.

- HNP translation function

- Flow filter

- HNP translation table

- Flow mobility trigger

  기능들은 이동노드의 논리인터페이스 내부  LMA

의 네트워크 계층에서 수행 되도록 설계한다. HNP 

translation function은 로우 데이터의 IPv6 헤더의 HNP

을 실제 변환 하는 기능을 수행 한다. Flow filter는 상, 

하  계층에서 달되는 로우 식별자 는 HNP를 알아

내어 HNP 변환 필요 유뮤를 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만약 변환이 필요한 경우 HNP translation function을 호

출하여 HNP 변환을 실행한다. HNP translation table은 

활성화되어 있는 로우 이동성 련 정보를 담는 테이블

이다. 이 테이블은 HNP translation function과 flow 

mobility trigger와 서로 정보를 주고 받아 HNP 변환 기

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동노드의 논리 인터페이

스에서 로우 HNP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a) 논리인터페이스로 달되는 로우는 flow filter를 

통해서 HNP 변화 실행 유/무를 단한다.

(b) 이때 flow filter는 로우의 ID를 추출하여 실행 유

/무를 단한다.

(c) 만약 HNP 변환이 필요하다면 HNP translation 

unction을 통해서 HNP 변환을 실행한다.

(d) HNP translation function을 통과한 로우는 자신

이 가진 HNP를 라우  테이 의 포워딩 인터페이

스 값을 참조하여 output interface로 로우 송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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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동노드에서 HNP 변환

 

그림 4. 802.11 & 802.16 기반 멀티인터페이스 

 그림 3은 논리인터페이스에서 upstream 로우의 HNP 

변화 과정을 도시하고 있다. Flow 1, 3은 HNP 변화 과정

이 필요 없는 경우로 HNP translation function에서 

bypass 시키고 로우의 HNP에 메핑된 output interface

로 로우를 달한다. Flow 2는 로우 이동성이 수행된 

로우로 flow filter에서 HNP translation function에 변

환을 요청하고 HNP translation function은 로우의 

HNP 변환 후 변환된 HNP와 output interface(인터페이스 

2)로 로우를 달한다. 한 LMA에서의 HNP 변화 과

정은 논리인터페이스에서의 과정과 동일하다. 

4. 구   성능 평가

실험 시나리오는 그림 4에 도시한 것처럼 PMIPv6 도메인

에서 802.11 & 802.16 기반 멀티인터페이스 환경에서 동

시 속 후 로우 이동성 수행 시나리오이다. 본 실험은 

로우 이동성 실행 유무를 단하는 시나리오이다. 실험 

환경은 NS-2 기반[5]으로 이루어 졌다. 이동노드의 멀티

인터페이스는 PMIPv6 도메인 내에 LMA를 통해서 각 인

터페이스별로 HNP_1과 HNP_2을 할당 받는다. 동시 속 

이 후 로우_3은 첫 번째 인터페이스가 연결된 MAG_1

을 이용하는 모바일 세션을 통해서 TCP 연결 설정 후 데

이터를 송한다. 이 후 3 에 MAG_2에 연결된 두 번째 

인터페이스로 로우 이동성을 실행한다. TCP 송 로

토콜을 이용하는 메시지는 총 5개를 송하도록 한다. 

한 background 트래픽으로 CBR 트래픽을 사용한다. 그림 

5은 동시 속 후 flow mobility 수행 시 TCP 연결을 이

용한 메시지 송 trace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TCP를 이

용하는 메시지는 로우_3 이동성 수행 에 2개가 송

되고 이 후 로우_3 이동성 수행 명령 후 HNP 변화 수

행 후 3개의 메시지가 두 번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달

되었다. 다시 말해 로우 이동성이 잘 수행됨을 보여 주

고 있다. 

5. 결론

최근 IETF NetExt WG에서는 PMIPv6 도메인에서 멀티

인터페이스 기반의 로우 이동성 지원 기술에 한 표

화를 추진 이다. 이 WG에서는 로우 이동성 지원을 

논리인터페이스 내에서 지원하도록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논리인터페이스 기반의 로우 이동성 지

원 기술을 제안하고 있다. 제안한 로우 이동성 지원 기

술은 HNP 변환 기법이며 논리인터페이스 내에서 동작하

며, HNP translation function, Flow filter, HNP 

translation table, Flow mobility trigger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법은 PMIPv6 도메인 내에서 로우 이동성 

수행 시, 로우 송 시 사용하게 되는 모바일 세션의 

HNP 값으로 로우의 HNP 값을 PMIPv6 도메인 내에서

만 변환 해주는 기법이다. 따라서 제안한 로우 이동성 

기술은 NetExt WG chapter에 권고 된 내용인 “단말의 수

정 불가, 논리인터페이스 기반 기술”등을 배하지 않으

며, 로우 이동성 수행을 해 공유 HNP를 할당해야 하

는, NetExt WG에 제출된 다른 로우 이동성 지원 기술

과 차별화되며 PMIPv6 로토콜의 기본 동작을 유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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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802.11 & 802.16 기반 멀티네트워크 환경에서 flow mobility trace

있는 기술로써의 장 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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