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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심의 미래 인터넷을 한 Mobile‐Oriented Future Internet (MOFI) 구조를 소개하고, 

호스트 Identifier(ID)와 Locator(LOC)의 분리를 토 로 설계된 MOFI 구조에서 ID와 LOC의 분산형 매핑 제어 기

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Dynamic and Distributed Mapping System (DDMS) 기법에서는 ID와 LOC의 매핑 기능

을 각 도메인의 Access Router(AR)에 분산시킴으로서 기존의 Proxy Mobile IP (PMIP) 로토콜의 앙집 형 방

식의 문제 을 개선하 다. 성능 분석을 해 리 스 랫폼에서 MOFI 구조와 제안하는 매핑 제어 기능을 구 하

고, 테스트베드 실험을 통해 기존 PMIP에 비해 제안 기법이 데이터 송 측면에서 더 효율 임을 확인하 다.

Key Words : MOFI, ID-LOC Separation, DDMS, Test-bed, Performance Analysis

ABSTRACT

In this paper, we discuss a new architecture of future Internet for mobile‐oriented environments, named 

Mobile‐Oriented Future Internet (MOFI). The MOFI architecture is designed with Host Identifier and Local 

Locator (HILL) for identifier and locator separation. Based on the HILL separation architecture, we propose a 

Dynamic and Distributed Mapping System (DDMS) for identifier‐locator mapping control. In DDMS, the 

mapping control function is distributed onto each access router in the domain, which is different from the 

centralized approach using a central anchor. For validation of the proposed MOFI-DDMS architecture, we 

implemented the data delivery and mapping control functions using Linux platform. From the testbed experimental 

results, we see that the DDMS architecture can give better performance than the existing Proxy Mobile IP 

(PMIP) protocol in terms of data transmission through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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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고정 단말 

주의 인터넷 환경이 이동 단말 주의 인터넷 환경

으로 변동되고 있다. 향후에는 이러한 추세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망됨에 따라 미래 인터넷 구조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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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Access Router

ADP Access Delivery Protocol

BDP Backbone Delivery Protocol

DDMS Dynamic and Distributed Mapping System

HBR HID Binding Request

HBA HID Binding ACK

HID Host Identifier

HILL Host ID and Local LOC

HLR HID-LOC Register

LMC Local Mapping Controller

LOC Locator

LQR LOC Query Request

LQA LOC Query ACK

MOFI Mobile-Oriented Future Internet

QFDD Query-First Data Delivery

계 시에 이동환경을 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 인터넷은 고정 환경 주로 설계됨에 따라 

이동환경을 지원하기 해 Mobile IP (MIP) [1]  

Proxy MIP (PMIP) [2] 등의 추가 인 로토콜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이동단말 주

의 미래 인터넷에 한 근본 인 해결책을 제시하

지는 못하고 있다.

상기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세계 으로 

eMobility [3], MobilityFirst [4], AKARI [5] 등의 

미래 인터넷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

에서도 이동 환경 주의 미래 인터넷 연구를 해 

Mobile‐Oriented Future Internet (MOFI) 구조 연

구가 진행 에 있다
[6,7,8]

.

MOFI 구조에서는 Identifier (ID)와 Locator 

(LOC)의 분리를 해 Host ID and Local Locator 

(HILL)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즉, Host ID (HID)

와 LOC 기능을 분리하여, 통신 기능은 HID를 토

로 수행하고, 라우터의 IP 주소를 LOC로 활용하

여 네트워크에서의 패킷 달 기능을 수행한다. 여

기서 LOC는 로컬 IP 주소로서 각 네트워크에서만 

유일하면 된다.

MOFI 구조에서는 HID-LOC 분리를 토 로 데

이터 송을 한 LOC 조회(Query) 차를 수행하

여 최 화된 경로를 찾도록 하고, HID와 LOC 매

핑 정보는 ‘규모성(scalability)’을 고려하여 분산형

(distributed) 방식으로 리한다. HID-LOC를 분리

하여 사용하므로, 재 IP 주소가 가지고 있는 “의

미 복(overloaded semantics)’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Query 기능을 사용하여 데이터 송에서 최

화된 경로를 사용할 수 있다. 한, HID-LOC 매

핑 정보를 분산형으로 리하여, 앙 서버에 제어 

트래픽이 집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HID-LOC 분리 구조에서 “해쉬

(hash) 함수를 사용하는 Dynamic and Distributed 

Mapping System (DDMS)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의 성능 검증을 해, 리 스 랫폼에서 제안 

기법을 구 하고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실험하 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  2 에서

는 MOFI의 기본 인 구조  개요에 해서 설명

하고, 3 에서는 제안하는 해쉬 기반 분산형 

HID-LOC 매핑 제어 기법에 하여 기술한다. 4

에서는 리 스 랫폼에서의 제안 기법 구   기

존 기법과의 성능 비교분석을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5 에서 본 논문을 결론짓는다.

Ⅱ. MOFI 구조 개요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표 1에 정리한다.

표 1. 약어 정리
Table 1. abbreviation

그림 1은 MOFI의 3가지 기능 블록을 보여 다. 

먼 , HILL 구조에서 각 단말은 고유한 HID를 가

지며, IPv6 응용과의 호환성을 해서 128‐bit 형

식을 취한다. LOC는 네트워크에서 호스트의 치

를 나타내고 데이터 패킷의 라우 에 사용된다. 

LOC는 로컬(local) 속성을 지니며 로벌 망에서 

유일할 필요는 없다. 이는 로벌 인터넷 망에서 라

우  규모성 문제를 감소시키는 데에 유리하다. 통

상 으로 LOC는 라우터 혹은 게이트웨이의 IP 주

소를 사용한다. 단말이 이동하는 경우에 HID는 변

하지 않고 LOC는 이동할 때마다 변경되며, HID와 

LOC 간의 매핑 정보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해쉬 

기반 분산형 HID-LOC 매핑 제어 기법을 통해 

리된다.

그림 1. MOFI의 3가지 기능 블록 [6]
Fig. 1. Main functional blocks of MOFI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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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MIP/
PMIP HIP LISP ILNP MOFI

ID HoA HIT EID
IPv6 

address HID

LOC CoA IP
address RLOC IPv6 

address
IP 

address

LOC 
Range Global Global Global Global Local

Mapping 
Manger

HA,
LMA RVS MS D-DNS LMC

Mapping 
Control

Centraliz
ed

Centraliz
ed

Centraliz
ed

Centraliz
ed

Distribut
ed

Data 
delivery

Data-
First

Query-
First

Query-
First

Query-
First

Query-
First

다음으로, QFDD 기능을 통해 송신 단말은 

HID-LOC Query 차를 통해 수신 단말의 치  

최 화 경로를 찾는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HID-LOC 리 기법이 사용된다. 한편, 기존

의 MIP  PMIP 로토콜에서는 LOC에 한 

Query 기능 없이 송신 단말의 모든 데이터가 앙 

에이 트(HA/LMA)로 달되어 비최 화된 경로를 

사용하는 문제 이 있다.

림 2는 MOFI 구조에서의 HID 기반 종단간 통

신 기능과 LOC 기반의 라우  차를 보여 다.

그림 2. HID 기반 통신과 LOC 기반의 Local 라우
Fig. 2. HID-based Communication and Local LOC-based 
Routing

그림에서 종단 호스트간 통신은 HID를 사용하고, 

LOC는 패킷 송에 사용된다. 패킷 송을 한 

LOC는 속망에서의 A-LOC와 백본망의 LOC로 

구분된다. 각 데이터 패킷 송은 속망과 백본망

에서 독립 으로 이루어지고, Access Router(AR)에

서 A-LOC와 LOC 사이의 변환 작업이 수행된다.

그림 3은 데이터 송을 한 로토콜 모델을 

보여 다. 통신 과정에서 HID 정보는 수송 계층과 

네트워크 계층 사이에 MOFI shim 헤더 형태로 삽

입된다. 패킷 달은 Access Delivery Protocol 

(ADP)와 Backbone Delivery Protocol (BDP)을 통

해 이루어지며, 재 IP 로토콜이 사용될 수 있

다.

 

그림 3. 데이터 송 로토콜 모델
Fig. 3. Protocol model for data delivery

표 2는 지 까지 ID-LOC 분리 기법으로 제안된 

Host Identity Protocol (HIP) [9], Locator Identifier 

Separation Protocol (LISP) [10], Identifier Locator 

Network Protocol (ILNP) [11] 로토콜과 제안하

는 MOFI 기법의 구조 인 특징을 비교하고 있다.

표 2. ID-LOC 분리 기법 비교
Table 2. ID-LOC Separation Technique compares

먼 , ID-LOC 에서 MIP/PMIP은 IP 주소를 

HoA(ID)  CoA(LOC)로 사용하는 반면에, HIP는 

ID로서 128비트의 Host Identity Tag(HIT)를 사용

하고 LOC는 IP 주소를 사용한다. LISP의 경우, IP 

주소를 Endpoint ID(EID)  Routing 

Locator(RLOC)로 사용한다. ILNP의 경우, IPv6 주

소의 하  64비트를 ID로 사용하고, 상  64비트를 

LOC로 사용한다. MOFI에서는 HIP와 유사하게 

128비트의 HID를 사용하고 LOC로서 AR의 IP 주

소를 사용한다. LOC 범  에서, 기존 방식은 

모두 로벌(global) LOC를 사용하는 반면에, 

MOFI는 로컬(local) LOC를 사용하여, 라우  테이

블 리에서 규모성을 제공할 수 있다. 

ID-LOC 매핑 리자(agent)  매핑 제어 기법 

측면에서, 기존 방식들은 HA/LMA, Rendezvous 

Sever(RVS), Map Server (MS), Dynamic DNS 

(D-DNS) 등의 앙집 형 서버를 사용하는 반면에, 

MOFI에서는 각 라우터에 Local Mapping 

Controller(LMC)를 사용하여 분산형으로 ID-LOC 

매핑 정보를 리한다.

데이터 송 측면에서, MIP/PMIP 로토콜은 데

이터를 먼 (data-first) HA/LMA에 보내는 반면에, 

다른 기법들은 먼  매핑 리자에 Query를 송하

여 상 방 노드의 LOC 정보를 악한 다음 최 화

된 경로로 데이터를 송한다.



논문 / ID-LOC 분리 기반 인터넷 구조에서 분산형 매핑 시스템의 구   평가

987

Ⅲ. 분산형 HID-LOC 매핑 제어 기법

MOFI 구조에서 HID‐LOC 매핑 정보의 리는 

DDMS 기법을 통해 이루어지며, 본 논문에서는 도

메인(ISP) 안에서 용되는 “해쉬 기반 DDMS” 기

법을 제안한다. 

3.1. 분산형 매핑 제어 모델

분산형 HID-LOC 매핑 제어를 해 각 AR은 

Local Mapping Controller (LMC)를 가지며, 단말

에 한 HID-LOC 매핑 정보를 리한다. 각 단말

을 리하는 LMC는 단말의 HID에 해쉬 함수를 

용하여 결정한다. 즉, HID를 토 로 해당 단말의 

HID-LOC 정보를 리하는 특정한 LMC가 결정된

다. 그림 4는 해쉬 기반 분산형 매핑 제어 모델을 

보여 다. 그림에서 각 AR별로 LMC가 치하고 

LMC간에 HID-LOC 매핑 리를 수행한다. 

그림 4. 분산형 HID-LOC 매핑 제어 모델
Fig. 4. Distributed HID-LOC mapping control model

특정 단말에 한 매핑 제어를 리하는 LMC를 

결정할 때, 도메인 내에서는 동일한 해쉬 함수를 사

용한다고 가정한다. 단말이 망에 속하는 경우, 

AR은 해당 단말의 HID에 해쉬 함수를 용하여 

어느 LMC가 단말의 HID-LOC 매핑 정보를 리

할 지 악한다. 해쉬 함수를 통해서 결정된 LMC

는 해당 단말의 HID-LOC 매핑 정보를 자신의 

HID-LOC Register (HLR)에 기록  갱신한다. 이

러한 방법으로 HID-LOC 매핑 정보는 각 AR의 

LMC에서 분산되어 리된다.

3.2. HID-LOC Binding 차 

그림 5는 HID-LOC Binding 차를 보여 다. 

  
그림 5. 해쉬 기반 HID-LOC Binding 차
Fig. 5. Hash-based HID-LOC Binding Operation

단말이 AR에 속하는 경우, 단말은 AR에 치

한 LMC에 HID Binding Request (HBR) 메시지를 

송하고, 이어서 LMC/AR은 단말의 HID에 해쉬 

함수를 용하여 매핑 정보를 리할 LMC를 결정

한 후 HBR 메시지를 달한다. HBR을 수신한 

LMC는 HID-LOC 정보로 HLR을 갱신하고(LOC는 

LMC/AR의 IP 주소를 의미함), HID Binding ACK 

(HBA) 메시지로 응답한다.

3.3. 데이터 송을 한 LOC Query 차

그림 6은 데이터 송을 한 LOC Query 차

를 보여 다. 그림에서 송신단말(SH: Sending Host)

과 수신단말(RH: Receiving Host)는 각각 

LMC/AR-1과 LMC/AR-3에 속한 상태이고, RH

의 HID-LOC 정보는 해쉬 함수를 통해 LMC-2에 

등록된 것으로 가정한다.

그림 6. 데이터 송을 한 LOC Query 차
Fig. 6. LOC Query Operation for Date Delivery

SH의 데이터가 LMC/AR-1에 도착하면, LMC-1

은 해쉬 함수를 통해 악된 LMC-2에 LOC Query 

Request(LQR) 메시지를 송한다. LMC-2는 HLR 

검색을 통해 RH의 치를 악하고 LMC/AR-3에 

LQR 메시지를 달한다. LMC-3는 SH가 속해 

있는 LMC/AR-1에 LOC Query ACK(LQA) 응답 

메시지를 송한다. 그리고 나서, AR-1은 최 화 

된 경로로 AR-3  RH에게 데이터를 송한다. 이

후 데이터 송은 추가 인 LOC Query 차 없이 

SH와 RH간에 최 화 경로를 이용하여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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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구   성능 평가

제안된 기법의 성능 분석  검증을 해 단말과 

LMC/AR 기능을 리 스 랫폼에 구 하 다.

4.1. 구  세부 사항

4.1.1. 호스트(단말)

먼 , 단말의 구 을 해 Ubuntu 10.04 버 을 

사용하 고, 리 스 커  버 은 2.6.32.16 버 을 

사용하 다. 한 6-to-4 터 링 방법을 사용하여서 

HID를 구 하 다[12]. 6-to-4 터 링에서 IPv6 주

소를 HID로 사용하 고, IPv4 주소를 LOC 주소로 

사용하 다. 128-bit의 HID는 그림 7과 같이, 6-to-4 

터 링을 해서 2-byte prefix(2002::)와 4-byte의 

Domain ID, 그리고 10-byte의 사용자 ID로 구성된

다.

그림 7. HID 구성
Fig. 7. HID format

4.1.2 AR

데이터 송을 한 AR구 을 해 호스트와 같

이, Ubuntu 10.04 버 과 리 스 커  2.6.32.16 버

을 사용하 다. 그리고, 데이터 패킷이 호스트에

서 AR에 도착하 을 때, AR은 ADP 헤더(header)

를 BDP 헤더로 변환해야 하는데, 이러한 헤더 변

환을 구 하기 해서 netfilter[13]와 iptables[14]을 

사용하 다. 

그림 8는 AR간의 데이터 송 로토콜 모델을 

보여 다. 각 AR은 LOC와 BDP를 이용하여 AR간

에 패킷 송을 수행한다. 각 AR은 상 방 AR에 

데이터를 송하기 이 에 LOC Query 차를 수

행하여 상 방 단말의 LOC를 알아내고, 패킷 캡슐

화를 통해 데이터 패킷을 송한다. 이를 

“Query-and-Encapsulation” 차라 한다.

그림 8. AR에서 데이터 송 로토콜 모델
Fig. 8. Protocol model at AR

그림 9는 AR에서 netfilter를 통한 헤더 변환 차

에 사용되는 함수들을 보여 다. 

그림 9. AR에서 사용되는 netfilter 모듈
Fig. 9. netfilter module modified for AR

패킷이 AR에 도착했을 때, ip_rcv 함수가 네트워

크 계층에서 수행된다. 그리고 netfilter의 

NF_IP_PRE_ROUTING 함수를 사용하여 데이터 

패킷을 hooking한다. hooking 후에 데이터의 헤더

는 ADP에서 BDP로( 는 BDP에서 ADP로) 변환

된다. BDP 헤더를 구성하기 해서 해당 AR의 

LMC는 LOC Query를 수행하여 이동 단말의 LOC 

정보를 악한다. 로토콜 변환이 완료되면, 

NF_IP_POST_ROUTING 함수를 통해 데이터 패킷

을 ip_finish_output 함수로 달한다. 그리고 

iptables은 데이터 패킷을 단말에서 AR로( 는 AR

에서 단말로) 달하기 해 사용된다.

4.1.3 LMC

LMC는 AR에서 구 되었으며, 분산형 매핑 제어

를 한 해쉬 함수로 modulo(%) 연산자를 사용하

다. 즉, HID에 하여 “HID % 도메인에 있는 

LMC의 수” 계산을 통해서 해당 호스트의 매핑 정

보를 리하는 LMC를 결정한다.

단말과 LMC/AR 혹은 LMC/AR간의 제어 메시

지는 모두 UDP를 사용하여 구 하 다.

4.2 성능 비교 분석

4.2.1 실험망 구성

그림 10은 성능실험을 한 실험망을 보여 다. 

실험망은 2개의 호스트(SH, RH)와 3개의 LMC/AR

로 구성되었다. 실험망에서 SH는 패킷을 보내는 역

할을 하고, RH는 패킷을 받는 역할을 한다. 



논문 / ID-LOC 분리 기반 인터넷 구조에서 분산형 매핑 시스템의 구   평가

989

그림 10. 성능 분석을 한 실험망 구성도
Fig. 10. Test-bed Network configuration for performance 
analysis

SH의 HID로 2002:aaaa:bbbb::1를 사용했고, RH

의 HID로 2002:cccc:dddd::1을 사용했다. 그리고 

A-LOC 주소로 사설 IPv4 주소(192.168.x.y)를 사

용했고, LOC 주소로는 공  IPv4 주소 

(155.230.x.y)를 사용하 다.

4.2.2. 데이터 송 실험

데이터 송에 한 실험은 다음과 같이 수행하

다. 첫 번째로, SH와 RH를 AR-1과 AR-2에 연결을 

하여 SH에서 RH로 데이터 패킷을 송하 다. 이 실

험에서 LOC Query 과정은 이미 수행되었다고 가정

하여 실험을 하 다. 각 실험에 하여 Wireshark[15]

를 이용하여 교환되는 패킷을 캡쳐하 다.

그림 11는 AR-1에서 AR-2로의 패킷 송 결과

를 캡쳐한 결과를 보여주고, 그림 12은 AR-2에서 

RH로 데이터가 송된 패킷을 캡쳐한 결과를 보여

다. 각 그림에서, 송된 경로의 LOC 정보를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11에서 AR-1과 AR-2는 

155.230.105.215와 155.230.105.217의 LOC를 사용

하고 있다. 그림 12에서 RH의 A-LOC로 

192.168.0.100가 쓰이고 있다. 아울러, SH와 RH의 

HID가 데이터가 송되는 동안 변하지 않음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11. AR-1에서 AR-2로 송되는 패킷
Fig. 11. Packet Capture from AR-1 to AR-2

그림 12. AR-2에서 RH로 송되는 패킷
Fig. 12. Packet Captuer from AR-2 to RH

4.2.3 분산형 매핑 제어 기법의 성능 분석

DDMS 매핑 기법의 성능 분석을 해 3가지의 

다른 시나리오를 용하 다. 각 경우에서 HID와 

LOC의 매핑 정보를 제어하는 LMC는 해쉬 함수를 

사용하여 결정된다.

첫 번째 경우는, 그림 13과 같이 SH는 AR-1에 

연결되어 있고, RH는 AR-3에 연결되어 있다. 한 

RH의 HID가 LMC-1에 등록되어 있다. 데이터가 

AR-1에 도착했을 때, LMC-1에서 RH의 HID-LOC 

매핑 정보를 이미 LMC-1이 리하기 때문에, LOC 

Query가 수행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데이터 패킷

은 바로 AR-1에서 AR-3로 송된다.

그림 13. Case 1 - LOC Query가 필요 없는 경우
Fig. 13. Case 1 - No need of LOC Query

두 번째 경우는 그림 14와 같이 SH와 RH는 

AR-1과 AR-3에 연결되어 있지만, RH의 HID가 

LMC-2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데이터 

패킷이 AR-1에 도착했을 때, LMC-1이 RH의 

HID-LOC 매핑 정보를 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LMC-1은 HID-LOC 정보를 리하는 LMC-2에게 

LQR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그리고 LMC-2는 RH

가 연결되어 있는 LMC-3에게 LQR 메시지를 달

하고, LMC-3가 LMC-1에게 LQA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그 후에 AR-1이 AR-3에게 데이터를 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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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Case 2 - LOC Query가 LMC‐2로 수행되는 경우
Fig. 14. Case 2 - LOC Query to LMC-2 and to LMC-3

세 번째 경우는 그림 15과 같이, SH와 RH는 

AR-1과 AR-3에 연결되어 있고, RH의 HID가 

LMC-3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이다. 데이터 패킷이 

AR-1에 도착하면, LMC-1은 LMC-3에게 LQR 메

시지를 보내게 되고, LMC-3는 응답으로 LQA 메시

지를 LMC-1에게 보내게 된다. 그 후에 AR-1이 데

이터를 AR-3로 보내게 된다.

그림 15. Case 3 - LOC Query가 LMC-3로 수행되는 경우
Fig. 15. Case 3 - LOC Query to LOM-3

DDMS와의 성능 비교를 해서 PMIP[2]에서의 

데이터 송 실험을 수행하 다. PMIP 송에서는 

LMC-2가 PMIP의 LMA 기능을 수행하고, AR-1의 

SH에서 AR-3의 RH에게 보낸 모든 패킷은 LMA를 

거쳐서 송이 되며, LOC Query 과정은 수행되지 

않는다.

SH에서 RH로 10개의 데이터 패킷을 보내는 실

험을  3가지 경우의 DDMS와 PMIP에 용시켜 

보았다. 그리고 LOC Query를 포함한 데이터 송 

시간을 측정해 보았다.

그림 16은 DDMS의 3가지 경우와 PMIP의 데이

터 송 시간을 비교하고 있다. 그림에서 보이듯이 

PMIP은 DDMS의 3가지 경우보다 더 좋지 않은 성

능을 보 다. 이러한 이유는 PMIP에서는 최 화 경

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DDMS의 3가지 경

우를 서로 비교하면, Case 1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 다. 이는 Case 1은 LOC Query가 수행되지 않

기 때문이다. 한편, Case 2는 Case 1이나 Case 3보

다 좋지 못한 성능을 보 는데, 그 이유는 LOC 

Query 메시지를 LMC-2를 거쳐서 보내야 하기 때

문이다.

 

그림 16. 제안 기법과 PMIP과의 성능 비교
Fig. 16. Comparison of DDMS and PMIP

그림 17는 단말의 수를 증가시키면서 DDMS와 

PMIP의 데이터 송 속도를 비교한 것이다. 

DDMS는 3가지 경우 에서 Case 2를 선택하여 

실험을 수행하 는데, 그 이유는 Case 2가 제안 기

법  가장 나쁜 성능을 보 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DMS Case 2가 PMIP보다 더 좋은 성

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단말의 

수가 늘어날수록 PMIP과 DDMS의 성능의 차이가 

훨씬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그림 17. 제안 기법(Case2)와 PMIP과의 성능 비교
Fig. 17. Comparison of DDMS (Case2) and PMIP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이동환경 심의 인터넷을 한 

MOFI 구조를 소개하고, MOFI의 ID-LOC 분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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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합한 해쉬 기반의 분산형 HID‐LOC 매핑 

제어 기법을 제안하 다. 제안하는 매핑 제어 기법

에서는 기존의 앙집 형 방식과는 달리, 

HID-LOC 매핑 기능을 각 도메인의 AR에 분산하여 

수행함으로써, 기존 PMIP의 앙집 식 방식에 비

해 규모성  송효율 측면에서 장 을 제공한다.

한편, 제안 기법의 성능 분석  검증을 해 

MOFI 구조의 성능을 검증하기 해, 리 스 랫

폼에서 제안하는 매핑 기법을 구 하고 테스트베드 

실험을 통해 기존 PMIP 기법과 비교하 다. 테스트

베드 실험 결과, 제안하는 분산형 매핑 기법이 

PMIP 등의 기존 앙집 형 방식에 비해 데이터 

송 측면에서 더 나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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