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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예약주소를 사용한 HMIPv6로 각 통신 노드에 따른 그룹 군집화와 MIH 패킷의
Service Specific TLVs의 변형을 통해 기존의 핸드오버에서 좀 더 가볍고 빠른 Searching과 효율적인 인

증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군집(Aggregate) 세션 단위로 자원예약을 하는 경우 종단간 SID(Session 
ID)와는 별도로 군집 SID를 사용하는데 MIH의 Service Specific TLVs를 통해 터널링을 이루고 변형된

Service Specific 공간을 통한 효율적인 핸드오버를 지원한다.

1. 서론

최근 스마트폰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이동성은 가

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으며, 이동성 지원에 대한 문

제가 커지고 있다.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IETF에

서 오랜 시간에 걸쳐 표준화한 HMIPv6

(Hierarchical Mobile IPv6)에 대해 기존에 존재하던

QoS 시그널링 프로토콜들은 상이한 네트워크 도메

인으로 구성된 전달 네트워크 상에서 사용되기 어렵

고, 확장성, 보안, 이동성 등과 관련된 요구사항들을

충족시켜주기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HMIPv6와

같이 핸드오버가 발생하는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는 MN(Mobile Node)의 핸드오버 후 트래픽이 전송

될 새로운 경로 상에 자원 예약을 위한 시그널링 지

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군집 자원예

약을 수행하여 지역적 자원 갱신을 수행하고 MIH

프로토콜의 패킷구조를 변형하여 이기종 망간 인증

연동 및 핸드오버 하는 사용자 단말의 인증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2. 관련기술

2.1 IEEE 802.21 Media Independent Handover 
둘 이상의 다른 네트워크 접속 인터페이스를 갖는

다중모드 단말에서 MIH는 미디어에 독립적으로 이

기종 망간 핸드오버를 지원하기 위해 하위 물리 계

층의 정보를 이용한다. 이를 위해 MIH에는 그림 1

에서처럼 MIES(Media Independent Event Service),

MICS(Media Independent Command Service), 그리

고 MIIS (Media Independent Information Service)

등의 세 가지 주요 서비스[1]를 정의하고 있다.

[그림 1] MIH의 주요 서비스
[Fig 1] Key Service of MIH

ㆍMIES: 이벤트를 관리하는 서비스로 물리 계층과

MAC 계층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SAP (Service

Access Point)를 통해 상위 계층으로 전달하는 기능

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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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MICS: MICS는 상위 계층에서 결정된 내용을 하

위 계층으로 전달하거나 하위 계층의 동작을 제어하

는 기능을 제공한다.

ㆍMIIS: MIIS는 이기종 망간 핸드오버를 위해 필요

로 하는 다양한 망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핸드오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위와 같은 세 가지 주요 서비스를 통해 MIH는 이

기종 망간 핸드오버를 지원한다. 사용자 단말에서

핸드오버를 시작하는 경우 크게 네 가지 절차를 통

해 핸드오버를 수행한다.

ㆍStep 1 (Resource Availability Check): 사용자 단

말에서 이기종 망간 핸드오버를 하기 위해 MIIS에

게 MIH_Get_Information Request / Response 메시

지를 통해 이용 가능한 주변 망 (Candidate

Network)에 대한 정보를 얻어 오는 과정이다.

ㆍStep 2 (Resource Preparation): 주변 망에 대한

정보를 수신한 이동 노드에서 핸드오버 할 망

(Target Network)을 선택한 후 Serving PoS(Point

of Service)와 Target PoS 간에 MIH_MN_HO_

Commit Request/Response 메시지를 주고받음으로

서 핸드오버를 준비한다.

ㆍStep 3 (Handover Commitment): 핸드오버 준비

가 끝난 후 사용자 단말은 L2 계층에서의 정보를

기반으로 L2 및 L3 핸드오버를 수행한다.

ㆍStep 4 (Resource Release): 정상적으로 핸드오버

가 완료되면 사용자 단말은 MIH_MN_HO_

Complete Request/Response 메시지를 Target PoS

와 Serving PoS 간에 주고받으며 이전 망에서 할당

되었던 네트워크 자원 해제 절차를 수행한다.

위와 같은 과정으로 사용자 단말에서 시작하는 이

기종 망간 핸드오버를 지원하고, 예약주소를 이용한

HMIPv6를 적용하여 네트워크에서 이기종 망간의

핸드오버를 지원할 수 있다.

2.2 Hierarchical Mobile IPv6 (HMIPv6)
Hierarchical Mobile IPv6(HMIPv6) 프로토콜[5]은

RFC 4140[4]에 따르면, MN(Mobile Node)의 바인딩

업데이트 시그널링 지연을 줄이기 위해 제안된 지역

적 이동성 관리 프로토콜이다. 이원화된 주소체계를

통하여 즉, 이동 단말의 고유 주소(HoA)와 이동한

네트워크에서 생성된 새로운 주소(CoA)를 홈 에이

전트에게 바인딩(BU:Binding Update) 함으로써 이

동성을 지원하는 기술이다.

HMIPv6 네트워크에서 지역 도메인과 외부 네트워

크의 경계 지점에 HMIPv6 도메인 내에서의 이동성

을 총괄하는 MAP(Mobility Anchor Point)을 두었

다. MAP은 HMIPv6 도메인 내 들어온 MN들에 대

해 임시 HA(Home Agent) 역할을, MN의 HA에 대

해 CoA(Care of Address)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한

다. 또한, MAP은 동일한 홈 네트워크에 속하는 하

나 이상의 MN들이 자원 예약을 요청하는 경우, 이

러한 MN들의 자원 예약 요청을 군집하여 MAP과

HA간 터널상에 자원을 예약할 수 있다. 이러한 군

집 예약의 장점은 MAP과 HA간 데이터 전달 경로

상에 전달되는 시그널링 수 및 각 라우터에서 유지

해야 하는 플로우별 상태 정보를 줄일 수 있다는 점

이다.

HMIPv6와 같이 핸드오버가 발생하는 무선 네트워

크 환경에서 중요한 점 한가지는 MN의 핸드오버

후 트래픽이 전송될 새로운 경로 상에 자원 예약을

위한 시그널링 지연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HMIPv6 동작은 시그널링이 이루어지는 이전 경로

와 새로운 경로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노드인 크로

스오버 노드에서의 SID(Session ID)를 이용하여 이

루어진다. 종단간 SID는 MN이 이동하더라도 변경

되지 않는 식별자와 같다. 그러나 HMIPv6에서

MAP과 HA간 군집(Aggregate)으로 자원 예약이 이

루어진 경우에는 종단 간 SID를 이용하여 크로스오

버 노드를 발견할 수 없다. 왜냐하면, HMIPv6 네트

워크에서는 MAP과 HA간 군집 세션을 위해 종단

간 SID와는 별도로 군집 SID를 사용하는데, MN의

핸드오버 후 이전 MAP과 HA간 설립된 세션의 군

집 SID가 새로운 MAP과 HA간 설립된 세션의 군

집 SID와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HMIPv6 네트워크에서 예약주

소 필드를 이용한 자원예약을 수행하여 지역적 자원

갱신을 수행하고 MIH환경의 패킷 헤더 추가를 통한

효과적인 인증의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3. 제안방법

3.1 예약주소를 활용한 HMIPv6
HMIPv6의 BU(Binding Update) 패킷은 MN이 HA

와 CN에게 자신의 CoA를 알리기 위해 사용하며

MN이 Home Network를 벗어나 외부 망에 있을 경

우 이 옵션내의 Reserved 필드를 사용하여 Binding

을 등록한다. 이 option을 포함하는 모든 패킷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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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두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IP 헤더의 Source

Address는 Binding 을 위한 Home Address여야 하

고 HMIPv6의 인증 헤더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Binding Update, Binding Acknowledgement,

Binding Request option의 IPv6 노드들이 MN과 통

신하면서 동적으로 MN의 binding 정보를 알아내고

cache 하기 위해 사용되는 새로운 destination

option이 존재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방법은 IP 데이터그램을 캡슐화하여 터널링하는 방

법을 적용하게 되었다.

Mobile IP는 IP 데이터그램을 홈 네트워크에서 모

바일 노드의 위치로 운반하기 위하여 캡슐화를 적용

한다. IP-in-IP 방식을 사용하여 원래의 데이터그램

인 IP 헤더-1이 다른 데이터그램인 IP 헤더-2의 페

이로드에서 새로운 IP 데이터그램으로 캡슐화되어

중간 목적지까지는 IP 헤더-2로서 사용된다. 캡슐화

되어 들어간 IP 헤더-1에는 다른 네트워크 상에 존

재하는 최종 노드의 정보가 들어있지만 다른 외부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노드이기 때문에 중간 목적

지에서는 인식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라우터 기능을

하는 홈 에이전트가 이 데이터그램을 가로채서 터널

링(tunneling)이란 작업을 통해 모바일 노드에게 전

달하여야 한다. 데이터그램을 캡슐화 하는 곳은 모

바일 노드의 홈 네트워크 라우터인 홈 에이전트가

하고 캡슐화 된 데이터그램을 디캡슐화 하는 곳은

중간목적지라고도 할 수 있는 외부 에이전트에서 하

게 된다. 캡슐화 된 데이터그램은 일반적인 라우팅

원칙에 따라서 중간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원래의 IP 헤더-1에는 없던 중간 목적지 주

소를 IP 헤더-2에 추가했기 때문이다. 데이터그램을

디캡슐화 할 때는 원래의 IP 헤더-1과 페이로드만을

남겨둔다. 이때 군집 자원 예약 정보로 만들어진 IP

헤더-2의 주소값과, 목적지 주소값이 예약된 IP 헤

더-1에 의해 보다 빠르고 확고한 절차의 이동성을

가진 전송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림 2] HMIPv6 Network Structure

여기에서 사용되는 IP 헤더-2의 정보로서는 MIH

패킷 내 Payload부의 Specific TLVs에 대한 변형을

통해 MIP-RA(Mobile IP using Reserved Address)

군집 자원 예약을 이루고 또한 MIH 패킷내역의 추

가적인 변형을 통한 빠른 인증이 가능하도록 제안한

다.

3.2 MIH 환경의 패킷 변형 프로토콜

[그림 3] MIH Protocol Structure

MIH 프로토콜은 SID를 통한 식별로서 어떤 서비

스인지 판단하여 군집 자원 예약을 이루고

Reserved된 주소 필드를 통해 [그림 2] 과정의 단말

에서 중간 목적지까지의 빠른 핸드오버를 이루고

MIH Payload 안에 캡슐화 되어 있는 HMIPv6의 IP

헤더-1의 헤더부분으로 들어간 Type_IE_Container_

HNI Report와 Payload의 주소 값으로 들어간 모바

일 노드의 홈 에이전트에서부터 중간 목적지를 거쳐

최종 도착지까지의 정보를 핸드오버로 취하게 된다.

이때 MIH Payload부의 Service Specific TLVs에는

두 가지의 정보가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있는 4

Octet 중 한쪽인 TLV1의 2 Octec 안에는 MIH 군

집 자원 예약에 대한 인증 정보가 실려 처리가 이루

어진다. 해당 인증 정보에 Reserved된 MIP-RA 군

집 자원 예약에 대한 메시지 플래그에는 중간 목적

지 정보인 PoS Specific Information Element가 담

겨 중간 목적지까지의 터널링과 인증을 이루게 된

다.

또한 예약 필드를 통한 시그널링 메시지를 사용해

이전 군집 세션에 대한 정보 및 지역적 갱신을 위한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 전달함으로서 각 노드에서

의 빠르고 가벼운 자원 예약 갱신 및 해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중간단계까지의 이기종 망간 네트워킹 서칭

및 군집 자원을 이용한 터널링으로 빠른 전환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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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도록 해준다.

두 번째 정보인 TLV2의 2 Octet 안에는 MIH의

Link Layer TYPE_IE_NETWORK_SECURITY가

담겨있다. 이 항목으로 인해 이기종 망간 핸드오버

될 때의 취약점인 인증 보안이 이루어지게 되고 외

부에서의 패킷 침투에도 안전할 수 있게 된다. 이

부분에는 개별적인 인증방법이 필요하며 본 논문에

서는 TLV2 공간을 인증을 위한 공간으로 변형을

시도하였다.

현재 IEEE 802.21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된

TLV1과 TLV2 부분을 그저 Service Field로만 분류

해놓고 규정지으려 하고 있지만 IETF의 EAP-TLS

사전 인증 기술 및 AAA 서버 기반의 인증 기술과

는 다르게, 본 논문에서는 Service Specific 항목을

특수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형했다는 크나큰 특

징을 가진다. 패킷의 Service 필드 부분을 나누어

패킷 자체를 변형하여 더 가볍고 빠른 핸드오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성한 것이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HMIPv6에서 이동 주소값으로서

Binding Update을 통한 예약주소를 기반으로, MN

와 MAP 사이의 MIH TLV1 필드의 군집 자원 예

약 정보값을 이용한 이기종 망간 빠른 Searching으

로 Tunneling과 Authentication을 이루며 MAP과

HA 간 HMIPv6의 예약 주소를 통한 터널링으로 동

일 망에서의 어떠한 패킷 정보보다 빠른 전송 과정

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준다. MIP-RA와 TLVs의 변

형을 통한 예약을 수행하는 경우 더욱 빠르고 가벼

운 패킷 내역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제

안 방안에서는 MIH에서의 시그널링 메시지에 이전

군집 세션에 대한 정보 및 지역적 갱신을 위해 필요

한 정보를 포함하여 전달함으로서 각 노드에서의 빠

르고 가벼운 자원 예약 갱신 및 해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HMIPv6에서의 예약 주소값을

통한 이동으로 군집 자원이 디캡슐화 된 후의 이동

값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핸드오버 후 전송을

용이하게 하였다. 본 논문에 제안된 패킷 변형 방식

은 많은 이동 단말에 적용되어 후일 더 나은 핸드오

버 결과값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추

가적인 연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하는 방안의

실제적인 지연시간 단축과 편차에 대한 확인이 필요

로 되고 인터페이스 간 상세한 비교값을 위한 연구

가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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