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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PMIPv6 기반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입체영상을 송수신하는 멀티인터페이스 이동노드의 핸드오버 수행 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MPTCP 기반의 입체영상 전송기법을 제안하다. 제안하는 입체영상 전송 기법은 입체영상 단말 이동 시 멀티

인터페이스 간 입체영상으로 정의된 플로우의 플로우 이동성이 수행되며 플로우 이동성 발생 시 단대단 연결 단절 현상을 

MPTCP Sublflow 기능을 통해 극복한다. 기존 기법에 비해 제안하는 기법은 데이터 손실 및 단대단 지연을 최소화하며 이동성 

환경에서 입체영상의 좌우영상 싱크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이다. 

키워드: 입체영상, MPTCP

I. 서 론

본 논문은 PMIPv6 도메인으로 구성된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멀티인터페이스 기반 MPTCP의 멀티경로를 활용한 입체영상 전송 

기법을 제안한다. PMIPv6 프로토콜[1, 2]은 호스트 기반 이동성 

프로토콜인 MIPv6 프로토콜과 다르게 네트워크 중심의 이동성 지원 

프로토콜이다. 또한 PMIPv6 프로토콜은 멀티인터페이스를 장착한 

이동노드에 동시 접속 서비스와 인터페이스 사이에서의 핸드오버 

기능을 제공한다. 따라서 입체영상 전송 시 멀티인터페이스 기반 

동시 전송 서비스로 무선 대역폭 문제 극복과 더불어 이동 노드의 

이동성 상황을 고려한 방법으로 활용 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환경은 무선네트워크 환경에서 입체영상 전송 시 좌·우 

영상을 이동노드의 각 인터페이스에 별도로 전송하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각 인터페이스별로 데이터 전송률 및 단대단 지연의 차이로 

인해 좌·우 영상의 싱크 문제들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동노드가 MPTCP[3]를 통해 CN(입체영상

서버)에 접속한 환경을 고려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정된 네트워

크 환경에서 핸드오버 발생 시 손실을 최소화하고  멀티인터페이스 

이용 시 발생하는 좌·우 영상의 싱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MPTCP 
기반 입체영상 전송 기법을 제안한다. 2장에서는 본 논문의 네트워크 

모델 및 입체영상 전송 기법을 기술하고 3장에서 결론과 향후 연구를 

기술한다.   

그림 232. 네트워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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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 제안하는 입체영상 전송 기법의 흐름

II. 제안하는 기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입체영상 전송 기법은 이동성환경에서 멀티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효율적 전송 기법으로 이동 상황에서 특정 

인터페이스의 핸드오버 수행 시 다른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체영상의 

좌 또는 우 영상을 플로우 이동성을 수행하도록 한다. 제안하는 핸드오

버 수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동노드는 각 인터페이스 별로 

좌·우 영상을 별도로 보낸다. 이때 좌·우 영상은 MPTCP 서브플로우로 

정의되어 전송 된다. 즉 이동단말 관점에서는 좌·우 영상을 하나의 

플로우로 전송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이동노드의 이동상황 발생 시  WiFi 인터페이스 기반의 MPTCP 
서브플로우의 핸드오버 트리거링이 발생하고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송되던 좌영상의 플로우를 WiFi 기반의 핸드오버 수행이 완료 

될 때까지 미리 연결설정이 이루어져 있는 4G 인터페이스로 플로우 

이동성을 수행하며 핸드오버 완료 후 WiFi 인터페이스로 다시 플로우 

이동성을 수행하도록 한다. 여기서 멀티인터페이스 기반 플로우 이동

성 수행 시 플로우의 소스 주소 변화가 발생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MPTCP 내 subflow 기능을 활용한다. 
MPTCP는 멀티인터페이스를 통해 CN과 Sublflow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따라서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두 개의 Sublflow가 존재하며 

멀티인터페이스 사이에서의 플로우 이동성 수행이 MPTCP 내부에서

는 Sublflow의 이동으로 판단하고 MPTCP 내부에서 같은 플로우로

판단하도록 한다. 그림 2는 제안하는 기법의 시그널링 흐름도를 도시하

고 있다. 멀티인터페이스 이동노드는 각 인터페이스 별로 별도의 

MAG를 통해 연결이 이루어지며 할당받은 HNP를 통해 이동노드의

MPTCP 내에 두 개의 Sublflow가 생성된다. 이후 이동노드는 WiFi 
인터페이스를 통해 플로우를 전달한다. 이후 이동노드의 이동으로 

인해 WiFi disconnect 이벤트가 발생하고 이를 감지한 WiFi_PMAG
는 LMA에 DeReq PBU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메시지를 전달받은 

LMA는 HNP_2를 HNP_1으로 변환하는 HNP 변환기법[4]을 사용

한다. 이후 flow 1은 임시적으로 4G_MAG를 통해 데이터 전달이 

이루어지고 WiFi 인터페이스가 새로운 MAG에 연결되면 이후 터널

링 완료된 후 LMA가 HNP 변환기법[4]을 종료한 후 핸드오버 완료된 

패스를 통해 데이터를 전달한다.   

 II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PMIPv6 기반의 무선네트워크 환경에서 MPTCP 
기반의 입체영상전송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멀티인터페

이스를 통해 좌·우 영상을 별도로 전송하며 전송 시 각 영상의 MPTCP
의 서비스플로우로 정의하여 좌·우 영상을 하나의 플로우로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방법은 별로로 전송되는 좌·우 영상의 

싱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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