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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된 IP기반 센서 네트워크(IP-USN) 프로토콜인 6LoWPAN[1, 2] 연구에 있어서 이동성 지원은 

중요한 기술로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IP-USN은 센서 네트워크와 IPv6 기술을 통합하여 글로벌 

센서 네트워크 인프라로써 널리 인식됨에 따라 그 적용분야가 다양해졌으며, 헬스케어 시스템, 감시정찰 

시스템과 같이 실시간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응용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응용에서는 환자의 바디 

센서나 패트롤 로봇의 센서 노드가 이동함에 따라 핸드오버가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핸드오버

에 따른 지연은 Mobile Node(MN)에 엑세스할 수 없는 시간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긴급한 센싱 데이터가 

손실되기 쉽다. 그러므로 빠르고 끊김 없는 핸드오버의 지원은 6LoWPAN에서 중요한 이슈이다. 

Adapted Model for Mobile IPv6 support in lowPANs[6]는 인터넷 상의 이동성 프로토콜인 Mobile 

IPv6(MIPv6)를 6LoWPAN 네트워크에서 지원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MN의 이동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핸드오버에 따른 지연을 줄이지는 못하였다. 또한 LoWMob[7]은 6LoWPAN 네트워크

의 PAN 내에서 이동하는 MN의 빠른 핸드오버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로써, MN의 부모 노드가 MN의 이

동 후 다음 위치를 미리 예측하여 설정함으로써 핸드오버 지연을 줄였다. 하지만, 부모 노드가 MN의 다

음 위치를 미리 설정하기 위해서는 MN의 이동 방향에 어떠한 노드가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즉, MN

의 부모 노드는 다른 노드들의 위치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제약사항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HiLoW[8] 기반의 LoWPAN 내에서 MN의 Intra-PAN 핸드오버를 빠르고 끊김 없이 지

원하기 위한 이동성 프로토콜(intra-MARIO)을 제안한다. 기존의 HiLoW는 라우팅 테이블과 라우팅 경로 

설정을 위한 컨트롤 패킷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라우팅을 위한 오버헤드가 작다는 장점이 있지만, 최

대 연결 가능한 자식 노드의 개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노드의 이동성이 있는 동적 네트워크에 적합하

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HiLoW에서 이동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MSB비트로 MN(1)와 고정

형 노드(0)를 구분하여 16비트 주소를 할당하며, 주소 풀을 이용하여 하나의 부모 노드에 연결될 수 있

는 MN의 개수에 대한 제한을 해결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intra-MARIO 프로토콜은 통신 

링크가 깨지기 전에 미리 MN의 핸드오버를 설정하는 Make-before-Break 방식을 사용하여 MN의 이동

에 따른 핸드오버 지연을 줄였다. Intra-MARIO에서 MN의 부모 노드는 MN의 이동을 감지하면, PAN 

Coordinator(PC)와 부모 노드의 라우팅 경로에 있는 모든 중간 노드에 MN의 핸드오버를 미리 설정한다. 

그리고 MN가 새로운 부모 노드에 연결되면 MN은 바인딩 메시지를 PC에게 보냄으로써 핸드오버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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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한다. 또한, Intra-MARIO는 이 과정을 통해 HiLoW에서 MN의 라우팅 최적화를 지원한다. 

본 논문에서는 수학적 분석을 통해 intra-MARIO의 Signaling Cost를 계산하였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intra-PAN 핸드오버 지연시간과 End-to-End 지연시간을 분석하였다. intra-MARIO는 MN의 핸드오버를 

미리 설정하기 위한 패킷 교환으로 Signaling Cost가 증가하지만 20ms 이하의 빠른 핸드오버 성능을 

보였으며, 핸드오버 이후에도 최적의 라우팅 경로를 보장하였다. 이러한 빠르고 끊김 없는 핸드오버 지

원을 통하여 IP-USN에서 이동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실시간 응용을 지원할 수 있다. 향후에는 MN의 이

동을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한 기법을 연구하여 IP기반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더욱 향상된 이

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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