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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ETF에서 표 화한 6LoWPAN(IPv6 over Low Power Wireless Sensor Network)는 무선 센서 노드들의 

이동성을 지원 하지 못한다. 무선 센서 노드가 CPU, 메모리, 배터리 사용에 있어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Mobile 

IPv6와 같은 기존의 로토콜들을 용하기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센서 노드들의 이동성을 지원하기 

해 핸드오버 차 수행을 호스트가 하지 않는 FPMIPv6(Fast PMIPv6)에 한 기존 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6LoWPAN와 연동하는 새로운 이동성 리 구조와 방안을 제안하 다. 연동을 해 6LoWPAN에서 재 사용되지 

않는 dispatch code pattern의 사용을 제안하 으며, 핸드오버 과정에서 인증 지연으로 발생하는 패킷 손실을 이고 

재 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센서 노드의 력 소모를 최소화하기 해 MAG과 MAC, MAC와 AAA 사이에 임시 보

증(temporary guarantee)  트러스트 계(trust relationship)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 다. 새롭게 제안된 인증 

차와 구조는 인증 지연으로 인한 핸드오버 단과 패킷 손실  재 송을 크게 일 것으로 상된다.  

키워드 : IoT, Sensor Network, IPv6 Mobility, 6LoWPAN, PMIPv6, FPMIPv6

Abstract  6LoWPAN (IPv6 over Low Power Wireless Sensor Network) standardized by IETF does not 
support the mobility of wireless sensor nodes. Since the wireless sensor node, subject to a lot of constraints 
in the CPU, memory, a battery is not easy to apply to existing protocols such as Mobile IPv6.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vel mobility management architecture and methods to work with 6LoWPAN based on the 
analysis on FPMIPv6 (Fast PMIPv6) the host is not a handover procedure performed in order to support the 
mobility of such sensor nodes. It was suggested the use of a dispatch code pattern that is not currently used 
in 6LoWPAN for inter-working, MAG and MAC, MAC in order to reduce packet loss caused as the 
authentication delay in the handover process to minimize the power consumption of a sensor node that is 
caused by the re-transmission the new concept of temporary guarantee (temporary guarantee) and trust 
relationships (trust relationship) between AAA and introduced. 

Key Words : IoT, Sensor Network, Mobility management, 6LoWPAN, PMIPv6, FPMIPv6

1. 서론

사물인터넷(IoT)에서는 IPv6와 다양한 무선 센서 기

능을 포함한 디바이스들의 사용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지 까지 부분의 무선 센서 네트워크(WSN: 

Wireless Senor Network)는 인터넷 연결을 고려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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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기 때문에 무선 센서 기능을 포함한 디바이스들이 제

한된 범  내에서 고정된 상태로 상호 간 데이터 송/수신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무선 센서들이 스마

트폰, 스마트카와 웨어러블 형태의 다양한 헬스 어 제

품들에 용되면서 기존의 센서 네트워크는 그 기능을 

제한 받게 된다. 사물인터넷(IoT)에서 무선 센서 네트워

크(WSN)는 인터넷에 연결되어야 하며 한 무선 센서 

노드들의 이동성을 지원해야 한다.

일반 으로 무선 센서 기능을 포함한 디바이스들은 

소형이며, 처리능력이 낮은 CPU, 용량 메모리와 배터

리 그리고 속의 무선 인터페이스로 인해 데이터 송/수

신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자원 사용에 있어 제한 받

는 센서 노드들의 무선 통신을 해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에서는 6LoWPAN WG(IPv6 

over Low Power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Working Group)을 두고 련 표 들을 개발해 왔다. 

6LoWPAN는 IEEE 802.15.4 기반으로 한 센서 네트워크

(WSN)에 IPv6를 지원하기 한 규격과 로토콜 스택 

구조에서 IPv6와 MAC/PHY 사이에 응계층

(adaptation layer)을 두고 IPv6 헤더의 압축과 패킷의 단

편화  재조립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재까지 

6LoWPAN의 표 은 무선 속 구간은 10m 이내를 기반

으로 하고 있으며 센서 노드들의 이동성 지원을 고려하

지 않았다[1-3]. 앞으로 이동형 센서 노드들의 사용이 많

아지고 IEEE 802.15.4에서 사용하는 무선 주 수인 

2.4GHz 역을 이용한 다양한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로 

송거리가 보다 길어지면 재의 6LoWPAN는 이러한 

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동안 IETF에서는 무선 인터넷 구간의 IPv6 이동 단

말의 이동성을 지원하기 해 홈에이젼트(HA: Home 

Agent)와 모바일 노드간에 직  터 링하는 호스트 기반

의 Mobile IPv6를 시작으로 FMIPv6(Fast Handover 

MIPv6), HMIPv6(Hierarchical MIPv6), HMIPv6(Fast 

Handover HMIPv6)들을 차례로 연구 표 화 하 다. 

한 홈에이젼트(HA: Home Agent)와 액세스 라우터 간에 

터 링을 수행하는 네트워크 기반의 PMIPv6(Proxy 

MIPv6)와 FPMIPv6(Fast PMIPv6)를 표 화 하 다. 지

까지 네트워크 기반의 PMIPv6(Proxy MIPv6)와 

FPMIPv6(Fast PMIPv6)이 가장 효율 인 것으로 알려

져 있다[4,5]. 

6LoWPAN에서 센서 노드의 이동성이 지원된다면 무

선 역이 기존 이동 노드의 무선 서비스 역보다 작아 

핸드오버 수가 훨씬 많이 일어날 것이다. 핸드오버 처리 

시스템에서는 많은 핸드오버 메시지로 처리 지연이 발생

하여 서비스 품질에 향을  것이다[6-9].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센서 노드의 이동성 지원을 

해 특성 상 핸드오버 차를 직  수행하지 않는 

FPMIPv6(Fast PMIPv6)와 6LoWPAN의 연동 구조와 핸

드오버 차를 제안하 다. 한 6LoWPAN을 통해 

MAG로 송되는 Report 메시지는 재 미사용 인  

dispatch 코드 패턴을 이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핸드오버 

과정에서 인증 지연으로 발생하는 패킷 손실을 이고 

재 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센서 노드의 력 소모를 최

소화하기 해 MAG과 MAG, MAG와 AAA 사이에 임

시 보증(temporary guarantee)  트러스트 계(trust 

relationship)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2 에서 련 연구로  6LoWPAN의 

구조  기능과 이동 센서 노드를 고려 했을 때의 문제 , 

FPMIPv6(Fast PMIPv6)의 핸드오버 차와 문제 을 

설명한다. 3 에서는 6LoWPAN와의 연동하는 새로운 

리 구조와 핸드오버  인증 차를 설명한다. 4 에서

는 분석 결과와 향후 진행해야할 연구 방향을 설명한다. 

2. 관련연구 

2.1 6LoWPAN        

6LoWPAN(IPv6 over Low Power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는 IETF와 IEEE에서 IPv6로 연결되는 

무선 세선 노드의 하드웨어  특성에 맞추어 표 화 한 

력 개인 네트워크 기술을 말한다. Fig. 1은 

6LoWPAN 로토콜 스택을 보여 다. 

 

Fig. 1. 6LoWPAN protocol stack

IPv6 계층과 IEEE 802.15.4 MAC/PHY 사이에 치한 

응계층(Adaptaion Layer)의 주요 기능은 헤더 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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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IPv6 패킷을 128bytes 크기로 력 속 링크를 통

해 송하기 해 헤더의 압축과 패킷의 분할  재조립

을 수행 하는 것이다. 사용 주 수 역은 2.4GHz이며 무

선 속 구간도 10m 이내이다. 송계층 로토콜로 

UDP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송을 보장하지 

못한다. 일반 으로 센서 노드들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웹 기반으로  서비스(WoT: Web of Things)를 하기 때문

에 무선 속과 연결 지속 시간이 매우 불규칙하다는 특

성과 센서 노드가 사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  자원이 제

약 받는 상태를 고려하여 력 사용의 최소화를 해 

sleep mode를 지원하고 있다[10]. 만약 센서 노드가 sleep 

mode로 동작할 경우 데이터 송/수신이 되지 않는 문제도 

발생 할 수 있다. 

2.2 PMIPv6

기존 Mobile IPv6의 문제 은 이동 노드가 직  핸드

오버  과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동 노드의 성능에 따

라 핸드오버 지연과 패킷 손실률이 다를 수 있으며 력 

소모도 매우 크다는 것이다. PMIPv6(Proxy MIPv6)는 

Mobile IPv6를 사용하지 않는 이동 노드도 IP 이동성을 

지원하기 해 표 화된 기술이다[11-15].  

PMIPv6에서는 이동 노드는 핸드오버 과정에 참여하

지 않으며 Mobile IPv6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인 

AR(Access Router)과 HA(Home Agent)와 유사한 역할

을 수행하는 MAG(Mobile Access Gateway)와 

LMA(Local Mobility Anchor)가 이동 노드의 핸드오버

를 신 수행한다. 

Fig. 2. A message flow of handover & authentication  

procedure in PMIPv6 network

Fig. 2는 PMIPv6에서의 핸드오버  인증 차를 나타

낸 것으로 다음과 같다.

이동 노드(MN)가 만약 MAG1에서 MAG2로 이동할 

때 먼  L2(Layer2) 핸드오버를 먼  수행하며 MAG2로 

RS(Route Solicitation) 메세지를 보내 경로 요청을 하게 

된다. MAG2는 이동 노드(MN)의 인증을 해 인증서버

인 AAA에 이동 노드의 식별자를 보내며 AAA는 인증 

완료 후 이동 노드의 Profile 메시지로 응답한다. MAG2

는 Profile 메시지로부터 이동 노드의 Home Network 

Prefix와 MN-ID를 이용하여 이동 노드의 주소 설정을 

마친다. 이동 노드에 한 인증 완료와 주소 설정을 마친 

후 LMA에 PBU(Proxy Binding Update)와 PBA(Proxy 

Binding Acknowledgement) 메시지 교환을 통해 LMA

와의 바인딩 업데이트가 완료된다. 마지막으로 MAG2는 

이동 노드에게 RA(Route Advertisement) 메시지를 보내

게 되며 버퍼링되어 있던 데이터 송/수신이 재시작 된다. 

PMIPv6는 네트워크 기반인 L2 핸드오버를 지원함으

로써 기존 호스트 기반 L3 핸드오버에 비해 핸드오버 지

연에 따른 핸드오버 실패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들을 

해결하 다. 그러나 인증 서버 AAA와의 인증과 등록 

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2.3 FPMIPv6

FPMIPv6는 기존 PMIPv6 핸드오버시 발생하는 경로 

단 을 막기 해 MAG1과 MAG2 간 터 링을 통하여  

패킷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6-8]. 그러므로 

FPMIPv6와 PMIPv6의 핸드오버 차는 기본 으로 거

의 같다. 핸드오버  인증 등록 차는 다음과 같다.

이동 노드가 MAG1에서 MAG2로 이동하게 되면 

MAG1으로 Report 메시지를 송한다. MAG1은 MAG2

로 이동 노드의 핸드오버 시작을 알리는 Handover 

Initiate(HI)와 이에 응하는 응답으로 Handover 

Acknologement(HAck) 메시지를 교환한다. 이때 MAG1

과 MAG2 사이에 터 링이 생성되고 인증과 등록 차

가 완료되기 까지 이 터 을 통해 MAG1과 LMA간 송

/수신 되는 데이터를 MAG2로 포워딩하게 된다. MAG2

는 이동 노드의 인증을 해 인증 서버 AAA와 MIN-ID

와 Profile 메시지 교환을 통해 인증을 완료 한다. 마지막

으로  LMA에게 바인딩 업데이트 요청(PBU)과 확인

(PBA)을 통해 등록을 마친다. Fig. 4는 FPMIPv6의 핸드

오버 과정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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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andover & authentication procedure of FPMIPv6

FPMIPv6는 핸드오버 지연에 따른 패킷 손실을 막기 

해 터 링과 버퍼링 방안을 사용하고 있지만 어떤 이

유로 인하여 핸드오버 지연 시간이 길어진다면 버퍼링하

는 패킷의 수 증가로 결국 패킷 손실 험은 남아 있다. 

한 이동 노드의 수가 격히 늘어나는 사물인터넷에서 

MAG의 버퍼링의 한계, AAA와 LMA의 핸드오버  등

록 차 처리를 한 오버헤드가 증가하여 패킷 손실 문

제가 발생하게 된다.  

3. 이동성 관리 방안 제안

사물 인터넷(IoT)에서는 이동형 센서 노드가 기하

수 으로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

존 FPMIPv6는 이동 노드의 인증과 등록 차에서 상당

한 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상된다. 결과 으로 핸드오

버시 발생하는 인증 차 상의 지연으로 인해 MAG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버퍼링 용량을 과하여 패킷 손실이 발

생하게 될 것이다. 인증 차의 병목은 센서 노드가 이동

하는 무선 속구간에 있는 MAG에서 발생한다. Fig. 4

는 이동 센서 노드를 한 6LoWPAN과 FPMIPv6 네트

워크의 연동 구조를 보여 다.

Fig. 4. 6LoWPAN and FPMIPv6 inter-networking structure 

for mobile sensor node(CN)

본 논문에서는 핸드오버 과정의 인증 차로 인한 지

연을 이기 해 이동노드(MN)가 핸드오버 이 에 

AAA와 MAG이 트러스트 계(trust relationship)를 맺

고 AAA 신에 인증을 임시 보증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이를 해 몇 가지  가정을 둔다. 

1. 이동 노드는 자원 제약을 받는 센서 노드(CN: 

Sensor Node)로 6LoWPAN 로토콜 스택을 기반

으로 동작한다. 

2. 네트워크는 FPMIPv6으로 이동성 리를 한다.

3. MAG는 자신의 무선 속 구간에 방문하는 모든 센

서 노드에 해 센서 노드의 ID와 인증 서버 AAA

로부터 인증된 Profile 메시지를 이용하여 인증 

차를 수행하므로 센서 노드들의 Profile을 cache에 

장해 놓는다. 

4. 트러스트 계(trust relationship) 정보는 AAA에서 

별도로 리하고 센서 노드의 핸드오버가 완료될 

때 이  MAG의 트러스트 계는 새로운 MAG와

의 트러스트 계로 갱신된다.  

5. IEEE 802.15.4를 기반으로 한 무선 통신 기술의 발

달에 따라 무선 속 구간을 10m 이내와 100m 이

내로 구분할 것이며 각각을 micro range, macro 

range라 정의 한다.  

6. 센서 노드 CN은 재 미사용 인 6LoWPAN 

dispatch 코드 패턴을 이용하여 FPMIPv6의 

Report 메세지를 만든다. Table 1은 몇 가지 

dispatch code pattern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1. 6LoWPAN dispatch code pattern

Pattern head type description

01 000010 LoWPAN_HC1
compressed IPv6 

address

Reserved

01 010000 LoWPAN_BC0 broadcast  

6LoWPAN 무선 액세스 경계 지역에 있는 센서 노드 

CN은 RSS(Radio Signal Strength) 임계값에 도달할 때 

새로운 경로 요청을 해 MAG1에 Report 메시지를 

송한다. MAG1은 인증이 입증된 센서 노드에 해 

MAG2로 HI 메시지와 캐시(cache)에 장되어 있던 CN

의 Profile에 임시 보증 내용을 담아서(old_Profile/TG) 

송한다. 이때 MAG2는 새로운 CN에 한 임시 인증을 

하고 MAG1에 HAck 메시지를 보내고 터 을 곧바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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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다. LMA에 PBU와 PBA 메시지를 이용해 바인딩 업

데이트를 완료한다. 바인딩 업데이트가 완료된 MAG2이 

CN으로부터  RS 메시지를 수신하면 버퍼링되어 있던 피

킷들을 포워딩하기 시작한다. 이때 MAG2는 AAA와 CN

의 ID와 Profile  트러스트 계(Profile/TR)를 교환함

으로 실제 인증 차가 완료된다. Fig. 5는 센서 노드들을 

해 제안된 핸드오버  인증 차를 나타낸 것이다.  

Fig. 5. A proposed handove & authentication procedure

4. 결론

부분의 핸드오버 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핸드오버 

지연 요소  이동 노드의 등록과 인증 차에서 주로 발

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센서 노드들의 이

동성을 지원하기 해 제안한 리 구조와 리 방안은 

핸드오버 지연과 패킷 손실을 상당 수  일 수 있을 것

으로 상되어 향후 이동 센서의 이동성 지원을 한 연

동 구조  핸드오버 차로 합할 것이다. 그러나 제안

된 센서 노드들을 상으로 한 이동성 리 구조와 방안

은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이에 한 기존 핸드

오버 연구들과의 비교 분석  검증 방법을 추가 연구하

도록 할 것이다. 한 무선 속 구간의 범 가 재 보

다 훨씬 커졌을 경우 자원 사용에 제약을 받는 센서 노드

에 미치는 력 소모량, 물리  핸드오버 실패, 이동 센서 

노드들의 수가 격히 증가 하 을 경우 핸드오버 지연

과 패킷 손실에 미치는 향 등을 추가로 연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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