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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s with Multicasting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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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recent advancements in various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e importance of mobile multicasting is coming to the 

fore, in an effort to use network resources more efficiently. In the past, when various mobile IP-based multicast techniques were proposed, 

the focus was put on the costs needed for network delivery for providing multicast services, as well as on minimizing the multicast 

handover delay. For techniques using MIPv6 (Mobile IPv6), a host-based mobility management protocol, however, it is fundamentally 

difficult to resolve the problems of handover delay and tunnel convergence. To resolve these problems, a network-based mobility 

management protocol called PMIPv6 (Proxy Mobile IPv6) was standardized. Although performance is improved in PMIPv6 over MIPv6, it 

still suffers from the problems of handover delay and tunnel convergence. In this pap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a technique called 

LFH (Low-cost and Fast Handoff) is proposed for fast and low-cost mobility management with multicasting support in PMIPv6 networks. 

To reduce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complex multicast routing protocol and the multicast messages, a simplified proxy method called 

MLD (Multicast Listener Discovery) is implemented and modified. Furthermore, a TCR (Tunnel Combination and Reconstruction) algorithm 

was used in the multicast handover procedure within the LMA (Local Mobility Anchor) domain, as well as in the multicast handover 

procedure between domains, in order to overcome the problem of tunnel convergence.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LFH has reduced 

multicast delay compared to other types of multicast techniques, and that it requires lower cost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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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시 모바일 IPv6 네트워크에서 멀티캐스 을 지원하는 

비용의 빠른 이동성 리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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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다양한 무선 통신기술이 발 됨에 따라 네트워크 자원을 효율 으로 사용하기 하여 모바일 멀티캐스트 기법의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기존에는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한 네트워크 달 비용  측면과 멀티캐스트 핸드오버 지연 최소화에 을 두고 모바일 IP기반의 다

양한 멀티캐스  기법들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호스트 기반의 이동성 리 기술인 MIPv6(Mobile IPv6)를 이용한 기법들은 근본 으로 핸드오

버의 지연과 터  컨버 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네트워크 기반의 이동성 리 기술인 PMIPv6(Proxy 

Mobile IPv6)를 표 화하 다. PMIPv6는 MIPv6에 비해서 성능이 향상되었지만 여 히 핸드오버 지연과 터  컨버 스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하여 PMIPv6 네트워크에서 멀티캐스 을 지원하는 비용의 빠른 이동성 리를 한 

LFH(Low-Cost and Fast Handoff) 기법을 제안한다. 복잡한 멀티캐스트 라우  로토콜과 멀티캐스트 구성원 메시지의 상호작용을 이기 

해 간소화된 MLD(Multicast Listener Discovery) 록시 기능을 구 하고 MLD 기능을 수정한다. 그리고 LMA(Local Mobility Anchor) 도메인 

내에서의 멀티캐스트 핸드오버 차와 도메인 간에서의 멀티캐스트 핸드오버 차에 TCR(Tunnel Combination and Reconstruction) 알고리즘

을 사용하여 터  컨버 스 문제를 해결한다. 그 결과 LFH 기법의 성능이 다른 멀티캐스트 방식과 비교하여 멀티캐스트 단시간을 여주어 

더 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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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모바일 멀티캐스트 기술은 무선 통신기술의 발 과 함께 

다양한 멀티캐스  기법이 제안되고 상용되었다. 멀티캐스

트는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다 의 수신자에게 데이터를 효

율 으로 달하기 한 메커니즘으로 실시간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하여 꼭 필

요한 서비스이다. MLD(Multicast Listener Discovery)는 비

칭 로토콜로써MLD 라우터  MLD 호스트 기능으로 

구성되며 동  멤버쉽을 리하는데 사용한다[1]. 그러나 모

바일 멀티캐스트 수신자를 한 멀티캐스트 상태를 유지하

기는 어렵다. 한 최근 스마트폰과 노트북 같은 이동 단말

의 고성능화로 서비스의 이동성이 부각되어 멀티캐스트 기

술 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

한 문제 을 해결하고자 호스트 기반의 이동성 리 기술인 

MIPv6(Mobile IPv6)[2]를 기반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양

방향 터 링 기법(Bi-directional tunneling)과 원격가입 기법

(Remote subscription)을 기반으로 멀티캐스트를 지원하는 

MOM(Mobile Multicast Protocol)[3]과 RBMoM(Range- 

based Mobile Multicast)[4], MMA(Multicast by Multicast 

Agent protocol)[5] 등의 모바일 멀티캐스트 기법들이 제안

되었다. MIPv6는 오랜 기간 동안 연구되고 많은 개선을 거

듭하 지만 MN(Mobile Node)이 직  시그 링 메시지를 

처리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처리 비용과 긴 핸드오버 지연 

시간, 패킷 손실 등의 단 을 갖고 있다. MIPv6의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키기 해 신속한 이동성 지원을 한 

FMIPv6(Fast MIPv6)[6]와 계층  리를 한 HMIPv6 

(Hierarchical MIPv6)[7]와 같이 개선된 로토콜이 제안되

었다. 개선된 로토콜들은 부분 으로 핸드오버 지연과 패

킷 손실을 이기는 했지만 호스트 기반 이동성 리의 한계

를 해결하지는 못하 다. 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해 최

근 PMIPv6[8]라는 네트워크 기반의 이동성 리 로토콜을 

제안했다. PMIPv6는 MIPv6와 같이 이동성을 제공하는 

로토콜로써IETF NETLMM WG(Network-based Localized 

Mobility Management Working Group)에서 표 화되었다. 

호스트기반 방식인 MIPv6과 다르게 PMIPv6는 네트워크 기

반 방식을 따른다. MIPv6에서 이동성 련 시그 링 메시

지 교환을 MN이 직  수행했다면 PMIPv6에서는 네트워크 

개체가 수행한다[9]. 따라서 MN은 이동성 련 로토콜 스

택을 탑재하지 않아도 이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시그

링 메시지 교환에서의 오버헤드 한 일 수 있다. 하지

만 PMIPv6에서 멀티캐스트 기법의 연구는 여 히 핸드오버 

지연 시간의 문제와 터  컨버 스 등의 문제 을 가지고 

있다. 한 PMIPv6는 MN이 동일한 도메인내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만 이동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메인간 이동에서는 

이동성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10].

본 논문에서는 시그 링 메시지와 멀티캐스트 단시간을 

이기 해 MLD 록싱[19]과 PMIPv6를 기반으로 하는 

비용의 빠른 이동성 리를 지원하는 LFH 기법을 제안한다. 

간소화된 MLD 록시 기능을 구 하여 작동 오버헤드를 

이고 멀티캐스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TCR 알

고리즘을 LFH 기법 작동 차에 반 함으로써 터  컨버

스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LMA 도메인내에서 이동할 경

우의 멀티캐스트 핸드오버 차뿐만 아니라 PMIPv6에서 도

메인간 이동성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단 을 극복하기 

해 LMA 도메인간에서의 멀티캐스트 제공할 수 있는 기

법을 제안한다. 양방향 터 링 기법과 원격가입 기법[11], 

MFH(Multicast fast handover)[12]  LMM(light-weight 

mobile multicast)[13]기법과 제안된 LFH 기법의 멀티캐스

트 단시간과 비용분석을 수학  모델링화하고 성능평가를 

비교 평가하 다. 멀티캐스트 단시간의 경우 제안하는 

LFH 기법이 다른 기법과 비교하여 멀티캐스트 단시간이 

0에 가까운 결과를 보여 다. 그리고 시그 링 비용과 패킷 

달 비용 분석의 경우에도 Fig. 9부터 Fig. 14에서 보는 바

와 같이 LFH 기법이 도메인내에서와 도메인간에서 다른 기

법에 비해 훨씬 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

장에서 PMIPv6의 모바일 멀티캐스트 련 연구를 설명한

다. 3장은 도메인내에서의 LFH 기법과 도메인간에서의 

LFH 기법에 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4장에서는 멀티캐스

트 지연과 비용에 해 LFH 기법과 다른 모바일 멀티캐스

트 방식을 비교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5장에서 연구의 결과

를 요약한다.

2. 련 연구

2.1 그룹 멤버쉽 리 로토콜의 확장

이동환경에서의 멀티캐스트를 지원하기 해 많은 기법들

이 연구되었는데 표 인 기법으로는 IETF에서 제시한 양

방향 터 링 기법과 원격가입 기법이 있다[11]. 양방향 터

링 기법은 HA(Home Agent)와 양방향 터 을 설정하여 모

든 패킷이 HA를 경유하여 송수신한다. 그 결과 지연이 

고 외부 네트워크에서 멀티캐스트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터

 컨버 스 문제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원격가입 기

법은 외부 네트워크로 이동할 때마다 멀티캐스트 그룹에 가

입하여 HA를 경유하지 않고 직  패킷을 송수신한다. 그 

결과 최  라우  경로와 복된 패킷이 존재하지 않는 장

을 제공하지만 오버헤드 문제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MLD 로토콜을 기반으로 Jelger와 Noel[14]은 MLD- 

proxy-capable HA 를 사용하여 양방향 터 링과 원격가입 

기법을 결합한 멀티캐스트 기법을 제안한다. 이 기법은 MN

을 한 멀티캐스트 상태를 유지하기 해 MLD 메시지의 

새로운 유형을 소개하고 있다. 

2.2 이동성 지원 사양의 확장

Leoleis[15]는 흐름 터 링  터  컨버 스 문제를 해결

하기 해 조건 인 터 링을 사용하여 버퍼링 기법과 함께 

멀티캐스트 핸드오버 지원을 한 FMIPv6를 제안한다. 

Schmidt와 Waehlisch[16]는 HMIPv6에서 완벽한 멀티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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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eamlined MLD Proxying

Fig. 2. PBU Message Expansion for PMIPv6

스트 핸드오  기법을 제안하는데 이것은 이동성 앵커 포인

트를 통해 모든 멀티캐스트 패킷을 송한다. 그리고 

Zhang[17]은 동  핸드오  주 수를 이기 해 멀티캐스

트 에이 트를 선택하여 동  멀티캐스트 에이 트 기법을 

제안한다. MIPv6의 HA 는 체 IPv6멀티캐스트 기능을 가

지거나 록시 MLD 기능은 커  멀티캐스트 포워딩과 결

합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Yokota[18]에서 MIPv6의 핸드오버 성능을 향상하기 해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고 패킷 손실을 인 FMIPv6 로토

콜을 제안한다. MN의 이동을 감지하여 pMAG와 nMAG는 

HI메시지와 Hack메시지를 주고 받은 후, pMAG와 nMAG

간의 양방향 터 을 설정한다. 이 양방향 터 을 이용하여 

pMAG는 nMAG로 패킷을 달하게 된다. nMAG는 MN의 

속을 감지하면 LMA에게 PBU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핸드

오버 지연 시간을 일 수 있다.

2.3 경량 모바일 멀티캐스트 

Jianfeng Guan[13]는 시그 링 메시지와 멀티캐스트 단 

시간을 이기 해 MLD 록시를 간소화시킨 FMIPv6를 

기반으로 하는 경량 모바일 멀티캐스트 방식인 LMM 기법

을 제안한다. LMM기법은 복잡한 멀티캐스트 라우  로

토콜을 이기 해 홈 에이 트에 한 단순화된 MLD 기

능을 구 하고 멀티캐스트 구성원 메시지의 상호작용을 

이기 해 모바일 노드에 MLD 호스트 부분 기능을 수정한

다. 한 멀티캐스트 터  결합  복구 알고리즘을 통해 

터  컨버 스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멀티캐스트 단 시간

과 비용을 일 수 있다. 

3. 제안기법

3.1 LFH의 기본구조

LMA는 MLD 록시를 기반으로 간소화된 MLD 록시 

기능을 구 하는 MLD 메시지와 멀티캐스트 라우터  리

스  간의 멀티캐스트 패킷을 달한다[19]. MLD 록시는 

멀티캐스트 가입자를 신하여 멀티캐스트 그룹 정보를 

리하며, MLD 호스트 부분의 기능을 수행하는 멀티캐스트 

라우터에 연결된 상  인터페이스와 MLD 라우터 부분 기

능을 수행하는 멀티캐스트 가입자에 연결된 하 의 인터페

이스로 구성된다. LMA가 MLD 록시를 사용하면 모바일 

멀티캐스트 기법의 경우 고정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멀티캐

스트 라우  로토콜에 독립 이다. 그러나 멀티캐스트 그

룹을 떠나게 되면 MLD 쿼리 메시지로 인해 MN은 휴면 모

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LFH 기법에서는 작동 

오버헤드를 일 수 있도록 MLD 록시를 간소화한다. 

Fig. 1은 간소화된 MLD proxying의 기능을 보여 다. 간

소화된 MLD 록시 기능을 배포하기 해서 LMA는 세 

가지 정보의 목록 작성과 유지 리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바인딩 캐시를 기반으로 모바일 노드 정보를 기록하는 

MAG/MN 목록, 홈 주소, 재 AR의 주소와 바인딩 라이

타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목록은 멀티캐스트 주소, 

멀티캐스트 모드와 범  등 MAG/MN에 한 그룹 구성원 

정보를 기록하는 그룹 멤버쉽 목록이다. 세 번째 목록은 모

든 멀티캐스트 그룹에 한 포워딩 인터페이스를 기록하는 

포워드 리스트이다. 

Fig. 2는 록시 모바일 IPv6 로토콜 메시지에 한 

PBU(Proxy Binding Update) 메시지 확장을 보여 다. 

MAG에서 LMA로 송되는 바인딩 업데이트 메시지로 

PBU라고 한다. PBU메시지에 새로운 래그 (T)를 추가하

는 방식으로 이 주소는 확장된 이동성 옵션으로 사용하며 

확장 터  컨버 스 문제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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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unnel Convergence

Fig. 4. TCR Algorithm

Fig. 5-1. Intra-domain LFH Sequence for LMA

3.2 TCR(Tunnel combination and reconstruction) 알고리즘

양방향 터 링 기반의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 유니캐스트

의 특별한 이스로 멀티캐스트를 처리한다. Fig. 3은 

PMIPv6의 터  컨버 스 문제에 해 두 가지 종류를 보여

다. Fig. 3의 왼쪽 그림은 다른 네트워크에서 여러 개의 

LMA가 같은 외부 네트워크에 같은 멀티캐스트 그룹을 

연결해 MAG/MN를 가지는 것을 보여주고, 여러 LMA의 

멀티캐스트 패킷은 MAG/MN들 사이에 링크를 통해 송된

다. 반면 하나의 LMA와 같은 외부 네트워크 에 액세스하는 

같은 멀티캐스트 그룹에 여러 MAG/MN이 있을 때 Fig. 

3 오른쪽 그림의 이스를 보여 다. 터  컨버 스 문제를 

해결하기 해 Mobile Multicast 로토콜에서는 DMSP 

(Designated Multicast Service Provider)[3]를 사용한다. 복

수의 LMA 에 임의의 하나의 LMA를 지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LMA가 선택되더라도 다른 차이는 없다. 

따라서 Fig. 3의 왼쪽 그림에서 오른쪽 그림으로 변환할 수 

있다.

Fig. 4는 TCR 알고리즘의 세부 과정을 보여 다. LMA

는 정보 리스트를 하고, MLD메시지와 PMIPv6 시그 링 

메시지를 MAG/MN로부터 받은 후 정보 리스트를 업데이트 

한다. LMA는 Pre-PBU(Pre-PBU+MSO)메시지를 받을 때 

MAG/MN을 조회한 후 동일한 리픽스와 다른 MAG/MN

가 있는지 확인한다. 다른 MAG/MN이 있다면 LMA는 그

룹 멤버쉽 리스트를 조회하고 동일한 리픽스 MAG/MN에 

한 멀티캐스트 상태를 확인한다. MAG/MN은 동일한 멀

티캐스트 그룹 G에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이 되면 LMA

는 MAG의 주소를 기억하고 포워드 리스트를 조회한다. 

End Point로 MAG를 사용하는 터 이 있으면 LMA는 

LMA와 재 MAG 사이에 터 과 포워드 리스트를 추가를 

설정한다. 그 후, LMA는 LMA-MAG/MN 터 을 통해 

MAG/MN에게 그룹 G의 멀티캐스트 패킷의 포워딩을 지

한다.

3.3 LFH 기법의 작동 차

PMIPv6 네트워크에서의 멀티캐스트 제공은 MN의 그룹 

가입 차를 MAG와 LMA가 처리함으로 가능해진다. Fig. 

5-1은 LMA도메인내에서 LFH 기법의 작동 차를 보여 다. 

LMA 도메인내에서 이동할 경우에 PMIPv6 멀티캐스트 핸드

오버 차에 해 설명하고자 한다. 기존의 PMIPv6 멀티캐

스트 핸드오버 차와 거의 동일하지만 LMA와 nMAG가 

Pre-PBU(Previously-PBU)메시지와 Pre-PBA(Previously- 

PBA) 메시지를 주고 받음으로써 미리 Proxy Binding 차

를 수행하는 것이 기존 방식과 다르다. 그리하면 기존 멀티

캐스트 방식보다 MN의 핸드오버 하는 동안 멀티캐스트 통

신 손실을 일 수 있다.

Fig. 5-2는 LMA도메인내에서 LFH 기법의 메시지흐름을 

자세하게 보여 다. PMIPv6 네트워크에서의 기본 인 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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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 Intra-domain Flow of LFH for LMA

캐스트는 AP(available access point) 정보를 얻고(①) MLD

메시지 교환에 의해 시작된다(②). 최  MN이 PMIPv6네트

워크에 속했을 경우 MN의 바인딩을 해 pMAG와 LMA

간의 터 을 설정하며(③)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④). 이후 MN의 이동을 지속 으로 감사하기 하

여 MAG는 주기 으로 RA(Router Advertisement)메시지를 

보낸다(⑤). MN이 pMAG에서 nMAG로 이동하려고 할 때 

pMAG는 MN의 L2 Tigger를 이용하여 MN이 속했음을 

감지하고(⑥) MLD Report 메시지를 LMA에게 달한다

(⑦). 근처에 AP를 스캔하고 (⑧) pMAG는 MN가 이동할 

nMAG에게 MN-ID, LMAA, Multicast LMA, Multicast 

state에 한 정보를 포함한 HI 메시지를 보내고(⑨) nMAG

는 LMA에게 바인딩 요청을 하는 Pre-PBU메시지를 보낸다

(⑩). LMA는 MAG/MN의 리스트를 검색하게 되는데 TCR 

알고리즘의 작동 차의 과정  하나이다. LMA는 

Pre-PBA메시지를 nMAG에게 송하며(⑪) nMAG는 

pMAG에게 Hack메시지를 보내고(⑫) pMAG가 Hack메시지

를 수신하면 pMAG와 nMAG 상호간의 양방향 터 을 설정

한다(⑬). MN으로 향하는 멀티캐스트 패킷이 pMAG에서 

nMAG로 nMAG에서 LMA로 달되게 된다. L2해제/ 속

을 감지한 후(⑭) MN이 PMIPv6 도메인 안에 들어가면 

MN은 nMAG에게 RS(Router Solicitation)메시지를 보낸다

(⑮). 그 후 멀티캐스트 트리는 미리 Proxy Binding 차를 

수행하여 설정된 양방향터  LMA에서 nMAG로 이어지고

(⑯) nMAG는 멀티캐스트 패킷을 달받아 MN에게 멀티캐

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⑰). nMAG는 MN의 이동을 

지속 으로 감사하기 하여 RA(Router Advertisement)메

시지를 보내고(⑱) 치 등록 과정 완료 이후 MAG는 MN

이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요구하는지 확인하기 해 MLD 

Query메시지를 MN에게 송한다(⑲). MN은 최 로 

PMIPv6네트워크에 속하 으므로 멀티캐스트 그룹 가입을 

요청하는 MLD Report메시지를 MAG에게 송한다(⑳). 이

와 같은 MLD 메시지 교환 과정을 거치고 나서 MN은 멀티

캐스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PMIPv6는 지역  이동성 지원 로토콜이기 때문에 도

메인 외부로의 이동성을 지원하지 않는다. PMIPv6 네트워

크에서 MN이 기존 LMA 도메인을 벗어나 다른 LMA 도메

인으로 이동할 경우에도 이동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LMA-MAG터 링을 통한 PMIPv6 멀티캐스트 핸드오버 

차에 해 설명하고자 한다. 

Fig. 6-1은 LMA 도메인간에서 LFH 기법의 작동 차를 

보여 다. 도메인간의 PMIPv6 멀티캐스트 핸드오버 차는 

주어진 PMIPv6에서 새로 추가로 넣을 요소는 없다. LMA 도

메인내 에서와 마찬가지로 nMAG는 Hack 메시지를 LMA1으

로 보내기 에 미리 Proxy Binding 차를 수행한다.

Fig. 6-2는 LMA도메인간에서 LFH 기법의 메시지흐름을 

자세하게 보여 다. pMAG는 L2 트리거로 인해 MN의 속

을 감지하고 MN의 정보를 획득한다. L2트리거가 pMAG로 

달되면 MN은 pMAG에서 nMAG로 핸드오버를 비한다

(⑥). 그리고 MLD Report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통해 MN

에 서비스를 제공한다(⑦). 근처에 AP를 스캔하고(⑧) 

pMAG는 MN의 식별정보와 HI 메시지를 nMAG에게 달

한다(⑨). nMAG가 MSO를 포함되어 있는 MN의 멀티캐스

트 가입정보와 HI 메시지를 획득하면 LMA2에게 

Pre-PBU+MSO메시지를 보낸다(⑩). LMA2는 이 정보를 이

용해 도메인에 한 인증  연결 설정을 한 후 nMA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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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 Inter-domain LFH Sequence for LMA

Fig. 6-2. Inter-domain Flow of LFH for LMA

Pre-PBA 메시지를 달한다(⑪). nMAG는 Hack메시지를 

pMAG에게로 다시 달하고(⑫) Hack메시지를 수신하면 

pMAG와 nMAG 상호간의 양방향 터 을 설정한다(⑬). 

nMAG는 도메인에 들어온 MN에게 L2 Connection 

Notification과 멀티캐스트 통신을 보내고 L2 Connection 

Notification과 멀티캐스트 통신을 MN에게 보낸다(⑭). MN

은 nMAG에게 RS(Router Solicitation)메시지를 보내고(⑮) 

nMAG는 RA(Router Advertisement)메시지를 보낸다(⑯). 

RS와 RA 차를 수행하고 나면 LMA2는 미리 Proxy 

Binding 차를 해두었기 때문에(⑰) LMA2는 MN에게 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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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ference Network Model

매개변수 설명 값

N 그룹 내에 MN의 수 1-20

M 멀티캐스트 그룹의 수 1-20

r 멀티캐스트 소스 비율 64-512

P 그룹 내에 소스의 수 1

Ls 멀티캐스트 패킷의 사이즈 1378

n 이용할 수 있는 AP의 수 7

Table 1. Parameters for network evaluation

캐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⑱). 치 등록 과정 완료 

이후 nMAG는 MLD Query메시지를 MN에게 송한다⑲). 

MN은 최 로 PMIPv6네트워크에 속하 으므로 멀티캐스

트 그룹 가입을 요청하는 MLD Report메시지를 MAG에게 

송한다(⑳).

4. 성능 분석

본 에서는 제안된 멀티캐스트 핸드오버 차의 지연 시

간과 비용분석을 수학  모델링하여, 성능평가를 실행한다. 

참고 네트워크 모델은 Fig. 7로 표시된다. 

홉수는 LMA/HA와 MAG1/AR1 사이와 LMA/HA와 

MAG2/AR2 사이 두번이며 MN과 AP 사이와 AP와 

MAG/AR 사이의 홉수도 각각 한번이다. LMA/HA와 

LMA/HA, LMA/HA와 MAG/AR사이의 통신 경로는 유선연

결이고 MAG/AR와 MN사이의 통신 경로는 무선연결이다. 

달 지연 DX Y 을 계산하려면, 통신 지연 모델에서 

생된 수식을 사용한다[23].

( , ) 3.63 3.21( 1)

( , ) 17.1
W RT

WL RT

T h k k h

T h k k




  



K는 KB 단  패킷의 길이, H는 홉 수, 그리고 W RTT 

와 WL RTT  는 각각 유선 링크와 무선 링크에 한 단  

왕복 시간이다. 로토콜 비용을 계산하기 해 멀티캐스트 

단시간의 결과를 사용한다. Table 1은 수학  계산에 사

용되는 매개변수를 정리한 것이다.

4.1 멀티캐스트 단시간

멀티캐스트 단시간은 핸드오버 실행 에 MN이 멀티

캐스트 패킷을 받지 못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멀티캐스트 

단시간은 L2와 IP 계층의 핸드오버 지연으로 구성되며 스

캔 차(
tscanning )와 인증  연결( tAA ) 차로 구성되어 

있다. 단시간은 이동 검색시간( tMD ), 주소 설정시간

( tDAD ), HA과 CN으로의 치 업데이트 시간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동검색 시간은 RA 비 장 주소 구성의 송간

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소 30-70m의 RA 간격을 허용한다. 

주소 구성 시간은 neighbor discovery protocol[20]에 따라 

1000ms가 걸리는데 DAD(duplicate address detection)과정

에 따라 다르다. 치 업데이트 시간은 MN과 HA는 

( , )RTT MN HA 로 표시하며 왕복 시간에 거의 의존한다. 

Fig. 8은 BT, RS, MFH, LMM  LFH 기법의 멀티캐스트 

단시간을 보여 다.

BT 기법에서 MN은 멀티캐스트 그룹에 다시 가입하지 

않으며 멀티캐스트 단시간은 부분 L2와 IP 핸드오버의 

지연 시간이다. 따라서 스캔 시간(
tscanning )과 인증  연

결시간( tAA ), 이동 검색시간( tMD ), 주소 설정시간( tDAD )

과 치 업데이트 시간( ( , )RTT MN HA )이 포함된다. 그러므

로 BT 기법의 멀티캐스트 단시간은 다음과 같다.  

( , )BT sanning AA MD DAD RTT MN HAt t t t t         (1)

RS 기법에서의 멀티캐스트 단시간은 MN 이후 재가입 

지연 시간(
trejoin )에서 가입자가 멀티캐스트 그룹을 다시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스캔 시간(
tscanning )과 인증  연

결 시간( tAA ), 이동검색 시간( tMD ), 주소설정 시간

( tDAD )에 재가입 지연 시간(
trejoin )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RS 기법의 멀티캐스트 단시간은 다음과 같다.

RS sanning AA MD DAD rejoint t t t t t           (2)

MLD쿼리 지연 간격에 부분 의지하고 쿼리 간격이 125

 경우에 평균 60 를 과할 수 있다[21]. MN은 필요하지 

않은 MLD Report 메시지를 보낼 경우에 새로운 서 넷으

로 이동하며, 복귀할 멀티캐스트 트리에서 AR의 지연과 멀

티캐스트 그룹 구성원 간의 메시지 달의 지연에 따라 달

라진다. 

MFH 기법의 경우 RS 기법 기반으로써 재의 AR에서 

멀티캐스트 패킷을 송한다. MN은 PAR에서 NAR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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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ulticast delay time of the BT, RS, MFH, LMM and LFH method

동하면, 재가입 지연 시간을 이기 해 사 에 FBU와 HI

메시지를 사용하여 멀티캐스트 상태를 설정한다. 그러므로 

MFH 기법의 멀티캐스트 단시간은 스캔 시간(
tscanning )

과 인증  연결 시간( tAA )  IP 재 속시간( tFNA )과 

재가입 지연시간(
trejoin )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다.

MFH sanning AA FNA rejoint t t t t             (3)

이후 NAR은 재가입 지연 시간을 이기 해 사 에 

MLD Report 메시지를 보낸다. 따라서 MFH 기법의 멀티캐

스트 단시간은 RS에서보다 작다. 

LMM 기법의 단시간은 NAR에 연결 후 L2 핸드오버와 

IP 재 속시간( tFNA ) 에 스캔 시간(
tscanning )과 L2 핸

드오버 시간은 인증  연결( tAA ) 과정을 포함한다. 따라

서 LMM의 멀티캐스트 단시간은 다음과 같다.

LMM sanning AA FNAt t t t                (4)

제안하는 LFH 기법은 스캔 시간과 인증  연결 과정을 

포함하지 않으며 미리 PBU 차를 수행하므로 핸드오버 과

정에서 MN이 멀티캐스트 패킷을 지연 없이 달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제안하는 기법 LFH의 멀티캐스트 단시간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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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사용 크기

RS ICMPv6 16/8

RA ICMPv6 64

NA ICMPv6 32/24

FNA ICMPv6 24

BU MIPv6 56

BA MIPv6 40

RtSolPr FMIPv6 24+16n

PrRtAdv FMIPv6 104

HI/HI+MSO FMIPv6/PMIPv6 72/80

Hack FMIPv6/PMIPv6 32

FBU FMIPv6 72

FBack FMIPv6 32/12

PBU/Pre-PBU/Pre-PBU+MSO PMIPv6 56/40/48

PBA/Pre-PBA PMIPv6 4028

MLD report MLD 16+16m

Table 2. Size of signaling message

0LFHt                        (5) 

동일한 조건에서 수학  분석을 통하여 멀티캐스트 단

시간은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으며, RS기법이 멀티

캐스트 단시간이 제일 크며 제안하는 LFH 기법의 멀티캐

스트 단시간이 가장 작음을 보여 다.

LFH LMM BT MFH RSt t t t t            (6)

4.2 비용분석

로토콜 비용은 시그 링 비용(CS)과 패킷 달 비용

(CD)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시그 링 메시지의 합계이며 

달 비용의 핸드오버에서의 패킷 달 비용의 합계이기도 

하다. 홉을 기반으로 지연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로토콜 

비용을 계산한다[22]. 멀티캐스트 소스 비율은 s (packet/s)

이라고 가정하면 멀티캐스트 패킷 크기는 Ls (바이트), RA

의 송률은 r (packet/s)이며, 터  송 시간 ttnl (S)이고 

X와 Y 사이의 달 지연은 DX Y (S)이다. Table 2는 시

그 링 메시지의 크기를 보여 다. 여기서 n은 MN에 의해 

스캔한 AP의 개수이고, m은 MN이 조인한 멀티캐스트 그

룹의 수이다.

 

4.2.1 시그 링 비용

본 논문은 MN이 핸드오버 발생 시 멀티캐스트 차를 

완료하기까지의 필요한 비용을 시그 링 비용으로 정의한

다. 시그 링 비용은 시그 링 메시지의 크기를 갖고 계산

한다. 도메인내 LMM 기법의 시그 링 비용 계산은 

MN-AR간에는 LMM 기법의 멀티캐스트 단시간과 멀티

캐스트 소스비율을 갖고 계산하며 MN-PAR간의 시그 링 

차는 MN이 PAR에게 달하는 RtSolPr, FBU 메시지와 

PAR에서 MN에게 PrRtAdv, FBack의 시그 링 메시지를 

달한다. PAR-NAR 간에는 HI, HAck, FBack의 시그 링 

메시지 주고받으며 MN-NAR은 FNA 메시지만 MN이 

NAR에게 달한다. 그리고 MN-HA간에는 BU, BA, MLD 

Report 시그 링 메시지를 주고 받는다. 따라서 도메인내 

LMM 기법의 시그 링 비용은 다음과 같다.

64 1 (212 16 20)INTRA LMM
LMM MN AR

S

t
CS D n

 

  
            

(116 20)MN PAR PAR NARD D    

24 (112 16 )MN NAR MN HAD m D    　

(1)

도메인내 LFH 기법의 시그 링 비용은 MN-MAG간에는 

LFH의 멀티캐스트 단시간을 갖고 계산하며 나머지는 

LMM 기법과 동일하다. MN-pMAG와 pMAG-LMA은 

MLD Report메시지를 달하며 pMAG-nMAG는 HI와 

HAck를 주고 받는다. MN-nMAG는 MN이 nMAG에게 RS

메시지를 달하고 nMAG-LMA간에는 Pre-PBU와 Pre 

-PBA 시그 링 메시지를 주고 받는다. 그러므로 도메인내 

LFH 기법의 시그 링 비용은 다음과 같다.

104 8MN pMAG pMAG nMAG MN nMAGD D D      　

68 (16 16 )nMAG LMA pMAG LMAD m D    　

64 1 (16 16 )INTRA LFH
LFH MN MAG

S

t
CS D m

 

  
           

 (2)

도메인간 LMM 기법의 시그 링 비용은 도메인내 LMM 

기법의 시그 링 비용과 같다.

INTER INTRA
LMM LMMCS CS                  (3)

도메인간 LFH 기법의 시그 링 비용은 MN-MAG간은 

도메인내와 동일하며 MN-pMAG와 nMAG-LMA2는 MLD 

Report메시지를 달한다. LMA1-nMAG는 HI+MSO메시지

와 HAck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MN-nMAG는 RS메시지, 

nMAG-LMA2와 LMA1-LMA2간에는 Pre-PBU+MSO, Pre 

-PBA 메시지를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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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1 (16 16 )INTER LFH
LFH MN MAG

S

t
CS D m

 

  
           

1112 8MN pMAG LMA nMAG MN nMAGD D D      　

2 176 (16 16 )nMAG LMA pMAG LMAD m D     　

1 276 LMA LMAD 
  

   (4)

4.2.2 패킷 달 비용

패킷 달 비용은 MN이 보내는 모든 패킷을 달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정의한다. 패킷 달 비용을 계산하기 

해 MN이 조인한 멀티캐스트 그룹의 수와 멀티캐스트 소스 

비율, 멀티캐스트 패킷의 크기, 멀티캐스트 단시간과 각각

의 홉수, 터  송시간의 값을 사용한다.

도메인내 LMM 기법의 달 비용은 HA-PAR, 그리고

PAR-NAR  NAR-MN간의 패킷 달 비용을 계산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다. 

INTRA
LMM S S LMM HA PARCD m L t D  

 40
1 S S PAR NAR NAR MNtnl

S

m L t D D
L

  

 
  

 
 

                         (1)

도메인내 LFH 기법의 달 비용의 경우 멀티캐스트 

단시간이 0이기 때문에 LMA-pMAG의 계산 비용은 포함을 

시키지 않으며 pMAG-nMAG와 nMAG-MN간의 패킷 달 

비용을 계산하는데 다음과 같다.

 40
1INTRA

LFH S S pMAG nMAG nMAG MNtnl
S

CD m L t D D
L

  

 
    
 

                                     (2)

도메인간 LMM 기법의 달 비용은 도메인내 LMM 기

법과 동일하다.

INTER INTRA
LMM LMMCD CD                (3)

도메인간 LFH 기법의 달 비용은 도메인내 LFH 기법

과 거의 동일하며 LMA1-nMAG와 nMAG-MN의 패킷 

달 비용을 가지고 계산하고 다음과 같다.

 1

40
1INTER

LFH S S LMA nMAG nMAG MNtnl
S

CD m L t D D
L

  

 
    
 

                                      (4)

4.2.3 체 비용

BT 기법은 간단하고 시그 링 메시지의 크기를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RS 기법이나 MFH 기법보다는 낮은 비용이 

든다. 도메인내 BT 기법의 총 비용은 다음과 같다.

64 1INTRA INTRA INTRA BT
BT BT BT MN AR

r

t
C CS CD D

 

 
       

 

 112 16 MN HA r BT S HA ARm D m t L D    

(1)

RS 기법은 오랜 조인 지연 시간이 걸리는데 그 결과 

달 비용을 증가시킨다. 도메인내 RS 기법의 총 비용은 다음

과 같다.

 16 16MN HA MN AR S RS S AR MND m D m t L D     

64 1 96INTRA INTRA INTRA RS
RS RS RS MN AR

r

t
C CS CS D

 

 
        

 

        (2)

MFH 기법은 멀티캐스트 단시간이 길며 시그 링 메시

지의 크기로 인해 높은 로토콜 비용을 가진다. 도메인내 

MFH 기법의 총 비용은 다음과 같다.

 232 20 16INTRA INTRA INTRA
MFH MFH MFHC CS CD n     

 136 20 24MN PAR PAR NAR MN NARD D D       

S S MFH PAR MNm L t D 

     (3)

LMM 기법은 BT 기반으로 HA에서 멀티캐스트 패킷을 

송하므로 멀티캐스트 단시간을 일 수 있었다. 따라서 

LMM 기법은 BT 기법보다 은 비용이 든다. 도메인내 

LMM 기법의 총 비용은 에서 계산한 시그 링 비용과 패

킷 달 비용을 더하여 총 비용을 계산한다.

INTRA INTRA INTRA
LMM LMM LMMC CS CD            (4)

LFH 기법은 멀티캐스트 단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기법에 비해 시그 링 비용과 패킷 달 비용이 하게 

어들게 되는데 도메인내 LFH 기법의 총 비용은 다음과 

같다.

INTRA INTRA INTRA
LFH LFH LFHC CS C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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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도메인내 멀티캐스트 그룹 내에서 MN 수에 따른 

계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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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e protocol cost, according to the number of MN 

in the intra-domain multicas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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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he ratio of the inter-domain multicast source 

(kb/s)

도메인간 BT 기법의 총 비용은 도메인내 BT 기법의 총 

비용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다.

INTER INTRA
BT BTC C                 (6)

도메인간 RS 기법의 총 비용은 도메인내 RS 기법의 총 

비용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다.

INTER INTRA
RS RSC C                (7)

도메인간 MFH 기법의 총 비용은 도메인내 MFH 기법의 

총 비용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다.

INTER INTRA
MFH MFHC C                 (8)

도메인간 LMM 기법의 총 비용은 에서 계산한 시그

링 비용과 패킷 달 비용을 더하여 총 비용을 계산한다.

INTER INTER INTER
LMM LMM LMMC CS CD           (9)

도메인간 LFH 기법의 총 비용은 LMM 기법과 동일하게 

시그 링 비용과 패킷 달 비용을 더하여 총 비용을 계산

한다.

INTER INTER INTER
LFH LFH LFHC CS CD           (10)

4.3 수치분석 결과

기존 기법과 LFH 기법의 로토콜 비용을 멀티캐스트 

소스 비율 256kb/s로 비교할 경우, Fig. 9는 도메인내, Fig. 

10은 도메인간 멀티캐스트 그룹 내에서 MN 수에 따른 각 

로토콜의 계산 비용을 나타낸다. RS 기법은 긴 조인 지연 

시간으로 인해 달 비용을 발생한다. MFH 기법은 긴 멀티

캐스트 단시간과 시그 링 메시지의 확장으로 인해 높은 

계산 비용이 있다. BT 기법은 간단하고 시그 링 확장이 없

기 때문에 MFH와 RS 기법보다 은 계산 비용을 가진다. 

LMM은 BT 가반의 기법으로 HA에서 멀티캐스트 패킷을 

송하므로 BT 기법보다 은 비용이 든다. 그리고 제안하

는 LFH 기법의 경우 멀티캐스트 단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기법에 비해 확연히 은 계산 비용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1은 도메인내, Fig. 12는 도메인간 멀티캐스트 소스 

비율에 따른 로토콜 비용을 보여 다. 기존의 기법들은 

당 멀티캐스트 데이터 소스 비율에 따라 로토콜 비용이 증

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제안하는 LFH 기법의 

경우 멀티캐스트 소스 비율에 상 없이 일정한 로토콜 비

용을 가지며 그 값이 가장 은 비용이 드는 것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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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The number of converged tunnels of the 

intra-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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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The number of converged tunnels of the inter-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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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he ratio of the intra-domain multicast source 

(kb/s)

Fig. 13은 도메인내, Fig. 14는 도메인간 터  컨버 스 

터 의 수에 따른 로토콜 비용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제

안된 TCR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에 TCR알고리즘의 사용

여부에 따라서도 로토콜 비용을 비교할 수 있다. 기존 기

법들의 경우 터  컨버 스 터 의 수에 따라 높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LMM 기법과 TCR 알고리즘

을 사용하지 않은 LFH 기법은 멀티캐스트 패킷을 송하는 

유니캐스트 터  기반이며, 동일한 멀티캐스트 그룹의MN들

이 AR에 연결된 경우 다수의 멀티캐스트 데이터 사본을 

송하기 하여 여러 개의 유니캐스트 터 을 구축한다. 그 

결과 로토콜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BT, RS, MFH 기법

의 경우 재 AR에서 멀티캐스트 패킷을 송하게 되면 터

 컨버 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LFH 기법 한 멀티

캐스트 패킷을 송하는 유니캐스트 터  기반으로 터  컨

버 스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LFH 기법에 TCR 알고

리즘을 사용할 경우 로토콜 비용을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TCR 알고리즘을 용하여 터  컨버 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수치분석 결과 제한하는 LFH 기법이 도메인 내, 도메인 

간 멀티캐스트 그룹 내에서 MN 수에 따른 계산비용이 가

장 었으며, 멀티캐스트 소스 비율에 상 없이 최  비용

이 든다. 이는 LFH 기법이 멀티캐스트 단 시간이 제일 

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한 TCR 알고리즘을 사용

하지 않을 경우 컨버 스 터 의 수에 비례하여 LFH 기법

의 로토콜 비용이 격히 증가하지만 TCR 알고리즘을 사

용하면 로토콜 비용의 증가를 막을 수 있다. 즉, TCR 알

고리즘을 사용함으로써 터  컨버 스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5. 결  론

PMIPv6는 가장 기본 인 통신 송 방식인 유니캐스트 

송을 기반으로 제안된 로토콜이다. 기존의 PMIPv6에서

는 핸드오버가 완료된 후에 LMA와 MAG 간에 터 을 생

성하여 패킷을 송하기 때문에 핸드오버 지연으로 인한 패

킷 손실이 발생했다. 한 LMA와 MN 사이에 네트워크 자

원을 비효율 으로 사용하게 되어 터  컨버 스 문제를 갖

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장치에 효율 인 멀티캐스

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PMIPv6 네트워크 기반의 LFH 

기법을 제안하 다. LFH 기법은 LMA에 운  오버헤드를 

이기 해 LMA의 간소화된 MLD 록시 기능을 구 하

고 지연 시간을 이기 해 MLD 호스트 부분의 기능을 

수정하 다. 그 결과 작동 오버헤드를 이고 멀티캐스트 

상태를 유지한다. 그리고 LMA 도메인내에서의 멀티캐스트 

핸드오버 차와 LMA 도메인간에서의 멀티캐스트 핸드오

버 차를 설명한다. 미리 Proxy Binding 차를 수행함으

써 서비스의 단 을 없애고 패킷 손실을 방지하며, 멀티캐

스트TCR 알고리즘을 용시킴으로써 터  컨버 스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하 다. 한 멀티캐스트 단

시간을 분석하고 그 결과 LFH는 다른 기법보다 멀티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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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이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계산 비용을 

분석하고, 다른 기법과 LFH 기법을 비교한다. 그 결과로 

LFH 기법은 다른 기법에 비해 상 으로 은 계산 비용

을 보여 다.

미래의 모바일 환경은 용량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요

구하고 다양한 이종의 네트워크들이 수직 인 핸드오 를 

비용 효과 으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멀티캐스 을 이용

한 비용의 빠른 이동성 리 기법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

다. 그래서, 본 연구결과를 토 로 네트워크 시뮬 이터를 

통한 검증과 이종의 차량 모바일 네트워크와 같이 QoS에 

민감한 서비스를 하여 끊김없는 핸드오버와 빠른 이동성

을 지원하도록 연구내용을 확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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