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1.

최근 들어 이동 컴퓨팅의 사용 증가로 이를 지원하,

기 위한 연구가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 제시Force) , Mobile-IP[1,2]

되었다 또한 무선 통신 기술이 발달하여 인터넷의. ,

연결 형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편 멀티. , IP

캐스트는 다자간 그룹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IGMP(Internet Group Management

Protocol)[3], DVMRP(Distance Vector Multicast

을 기반으로Routing Protocol)[4] MBone(Multicast

을 형성하여 오래 전부터 그 성능을 실험하bakBone)

고 있는 중이다.

최근에는 인터넷의 그룹 응용에서 호스트의 이동

성을 동시에 지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멀티캐. IP

스팅은 위치와 무관한 주소체계를 갖고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하는 호스트 그룹에 패킷을 전달하는 메커

니즘인 반면 호스트 이동성은 위치와 무관한 주소,

체계 주소 변환 패킷 포워딩 이동 호스트, , , (Mobile

의 위치관리 등의 유사한 이슈들을 제공Host, MH)

함으로써 이들의 공통된 문제점을 해결하면 망 자,

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망 경로와 자원 위치를 동적으로 설정한,

다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다 게다가 멀티캐.

스트 환경에서 들이 상위 계층의 응용 서비스를MH

수행하는 도중에 망 주소가 바뀌면 일정기간 동안,

수행을 멈추고 멀티캐스트 트리를 재구성한 후 재개

인터넷에서 이동 호스트의 핸드오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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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인터넷에서 멀티캐스트 그룹 통신을 하고 있는 이동 호스트가 접속지점을 수시로 바꿈에 따라 지속적인 멀티캐스트 응용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웃하는 멀티캐스트 라우터를 찾아내어 연결을 유지시켜야 한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멀티캐스트를 지.

원하는 환경에서만 고려된 것들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 라우터들은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으며 기존 연구들. ,

에서는 이를 터널링으로 해결하였다 그런데 터널링은 경로 최적화 문제를 안고 있으며 호스트 이동성의 본질적인 특성인. ,

투명한 라우팅과 최적의 경로설정에 위배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논문은 멀티캐스트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망에서

도 이동 호스트에게 멀티캐스트 응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이동 호스트가MRM-IP .

인터넷에서 멀티캐스트 라우터가 장착되지 않는 망으로 이동했을 때 종단 호스트와의 최적 경로를 이루는 최하단 멀,

티캐스트 라우터를 찾아 그룹 멤버로 원격가입 함으로써 유니캐스트 한다 이는 의 양방향 터널링과 원격가입의, . IETF

장점만을 이용한 것으로 경로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여 망에서 트래픽 지연을 줄일 수 있다, .



할 수밖에 없다 들이 링크계층의 연결성을 갖기. MH

때문이다 지금까지 관련 연구들로는 의 원격. IETF

가입과 양방향 터널링 의[5], Acharya Mobile IP

그리고 등이 있다Multicast Extension[6], MoM[7] .

원격가입을 제외하고는 호스트가 멀티캐스트를 지원

하지 않는 서브넷으로 이동한 경우 터널링으로 데이

터그램을 전달하는 방법들이다 그러나 터널링이 갖.

는 속성은 경로 최적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가 자주 이동하거나 장거리 이동할 때 세션을MH

장시간 유지하는 멀티캐스트 특성에는 부적합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를 이용한 멀티캐스트 경로 재설정 방법Mobile-IP

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가 멀티캐스트를 지원하. MH

지 않는 서브넷으로 이동했을 때 는 종단 와, FA MH

의 최적 경로를 이루는 경로 재설정 라우터 또는 최(

하단 멀티캐스트 라우터라 부름 를 찾아 이전 세션)

에 참여한 호스트 그룹에 가입한다 결국 선택된.

는 경로 재설정 위치를 신속히 찾고 재설정 위FA ,

치까지 최단 거리를 유지하며 설정된 경로는 최적,

의 경로가 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멀티캐스트 응용,

에 이용할 수 있다.

장에서는 새로 제시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한2

멀티캐스트 모델 예를 설명하고 장에서Mobile IP , 3

는 가 멀티캐스트를 지원하지 않는 서브넷으로MH

이동한 경우 최단 거리에 위치한 멀티캐스트 라우터,

를 찾아 원격 가입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장에. 4

서는 제안된 메커니즘을 분석평가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는다

멀티캐스트 모델2. Mobile IP

이동 컴퓨팅 환경에 멀티캐스트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이동 컴퓨팅의 논리적인 진보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투명한 라우팅과 경로 최,

적화의 이동성 특성과 멀티캐스트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시스템 모델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용어들은 의 정의에 따른IETF

다 즉 는 인터넷을 통해 망을 이동할 수 있는. , MH

호스트이고 는 와 통신, CH(Correspondent Host) MH

하는 임의의 호스트이다 의 주소에서 망 성. MH IP

분에 해당하는 망 식별자를 의MH HN(Home

그리고 가 방문한 망을Network), MH FN(Foreign

라 한다Network) .

는 망 인터페이스를 통해 망 연결 상태를 유MH

지하면서 그 위치가 변화하는 호스트이다 즉 어떤. ,

호스트가 가 아닌 다른 에이전트에 현재 접속하HA

고 있다면 그 에이전트는 해당 호스트를 방문자로

등록한다 에이전트는 자신을 로 지정했으면서. HA

현재 자신의 서비스 영역을 벗어난 와 방문자로MH

등록된 호스트들에 관한 주소 정보를 유지함으로써

호스트의 이동성을 보조한다.

이동성 지원 에이전트는 고정 망과 무선 망 사이

에 위치하여 두 망의 전송 속도나 전송 방식 등 상

이한 특성을 변환 상호 연결시키는 기반 호스트 역,

할을 하고 호스트 이동성에 따른 제반 문제를 다룬,

다 보통 에 있는 에이전트를. HN HA(Home Agent)

그리고 에 있는 에이전트를FN FA(Foreign Agent)

라 한다 또한 에이전트는 인터넷에서 멀티캐스트. ,

서비스를 위한 동적 그룹 멤버 관리 멀티캐스트 데,

이터그램의 라우팅 등의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지원

한다 한편 이동성은 지원하지만 멀티캐스트 서비. , ,

스를 지원하지 않는 라우터 비록 멀티캐스트 기능을(

제공할 수 있지만 멀티캐스트 데몬이 동작되지 않는

라우터를 포함 가 있는데 이를 비 멀티캐스트 라우) ,

터라 부르고 오늘날 대부분 라우터가 여기에 속한다

고 가정한다.

셀 은 하나의 에이전트에 의해 무선으로 서비(Cell)

스되는 논리적 또는 지역적인 영역을 말한다 그림. 1

에서 이나 이 이에 속한다 임의의 시점에서HN FN .

는 논리적으로 하나의 셀에 속하게 된다MH .

그림 은 제안 모델 스킴의 한 예를 보인다 즉 통1 . ,

신하고 있는 동안 의 위치는 바뀔 수 있고 파, MH ,

트너인 는 자신의 영역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CH .

의 터널링에서 로부터 나온 데이터그램은IETF MH

에서 에 직접 전달되나 에서 까지의FA CH , CH MH

데이터그램은 먼저 를 경유하여 에 전달된다HA FA .

  

1의 경우 

구성원이 있는 mR

구성원이 없는 mR(mR'로 표기함)non-mR

멀티캐스트 트리 

이동 호스트(MH)

무선 인터페이스

3의 경우 

CH

2의 경우 

3-1의 경우 
3-2의 경우 

HAFA FA

그림 제안 모델 스킴의 예1.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위한 경로 재설정3.

제안 방법은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받고 있는 MH

가 다른 서브넷으로 이동한 경우 와 가장 근접, FA

한 경로 재설정 라우터를 찾아 멀티캐스트 그룹에

가입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를 이용한. Mobile-IP

멀티캐스트 경로 재설정(Multicast Rerouting using

이하 이라 부른다 제안 방법Mobile IP, MRM-IP) .

은 를 기본적으로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송, DVMRP ,

신자의 이동은 고려하지 않는다.

경로 재설정3.1

멀티캐스트 세션에 참여하고 있던 가 다른 서MH

브넷으로 이동하면 최단 거리에 위치한 멀티캐스트,

라우터가 선택되어야 한다 선택된 라우터는. Mobile

의 기능을 수행하며 자신의 서브넷에 부IP HA, FA ,

착되어 있는 가 서비스를 수행하고자 할 때 호출MH

된다 경로 설정을 돕기 위해 모든 라우터는 유니캐. ,

스트 라우팅 테이블과 멀티캐스트 라우팅 테이블을

각각 가지고 있다 유니캐스트 라우팅 테이블은 임의.

의 목적지 주소에 따라 최단 경로로 결정되는 방향의

인접 라우터 주소를 가지고 있고 멀티캐스트 라우팅,

테이블에는 그룹의 송신원들과 송신원 하나에 참여한

멀티캐스트 그룹과 상하위 인터페이스 정보를 가지․
고 있다.

최단 거리에 위치한 멀티캐스트 라우터 탐색3.1.1

가 멀티캐스트 라우터가 아닐 때 다음과 같은FA ,

방법으로 최단 거리에 위치한 멀티캐스트 라우터를

찾는다.

첫째 는 링크계층 인터페이스를 통해 에게 참, MH FA

여하고 있는 멀티캐스트 주소와 함께 자신을 알린다.

여기서 경로 재설정과 관련된 망 계층의 모듈은 IP,

그리고 등이 있다 는 유니캐스트 패ICMP, IGMP . IP

킷 라우팅에 사용되고 는 멀티캐스트에서 원격, IGMP

으로 멀티캐스트 그룹에 가입할 때 그리고 는, ICMP

멀티캐스트 라우터를 탐색할 때 이용되는 제어 메시

지이다.

둘째 는 최단 거리에 위치한 멀티캐스트 라우터, MH

를 찾기 위해 멀티캐스트 데이터그램의 근원지를, IP

헤더의 목적지로 하여 멀티캐스트 라우터 확인 ICMP

메시지를 생성전송한다.․
셋째 이 메시지를 수신한 중간 라우터들은 사용하고,

있는 데몬 프로그램에 따라 그림 의 알고리즘을 실행2

하여 최단 거리에 위치한 멀티캐스트 라우터를 선택

한다.

수정 를 통하여 메시지를 수행함// mrouted ICMP

//

는 멀티캐스트 라우터 확인 메시지를 생성한다// 1. MH

//

헤더의 목적지 멀티캐스트 데이터그램 근원지 주소IP ⇐
메시지의 자신의 주소 필드 의 보호주소“ IP ” MH⇐
메시지의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 세션에 참여하고 있는 그룹 주소“ ” ⇐
//

멀티캐스트 데이터그램 근원지를 향해 전송한다// 2.

//

중간 라우터의 는 를 단순히 함// 3. unicast routed ICMP gateway

//

메시지를 수신한while(ICMP router == unicast router)

{

멀티캐스트 데이터그램의 근원지를 목적지로 하는 다음 라우터로

메시지를 전송

}

멀티캐스트 데몬 가 동작하는 경우로 포워딩 테이블에// 4. mrouted( )

참여하고자 하는 그룹 주소 유무에 따라 재설정 위치 선택 방법이//

다르다//

//

가입하고자 하는 멀티캐스트 그룹 주소가 포워딩 테이블에 있다if( )

{

자신을 최단 거리에 위치한 멀티캐스트 라우터로 선정한다

}

else

{

모듈을 동작시켜 그룹에 가입 한 후IGMP (join & graft) ,

최단 거리에 위치한 멀티캐스트 라우터로 선택한다

}

멀티캐스트 라우터 확인 메시지에 마킹하여 에 리턴// 5. ICMP MH

//

메시지의 확인 필드 응답“ ” (1),⇐
메시지의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 라우터 자신의 주소“ ” “ IP ”⇐
//

그림 경로 재설정 라우터 탐색 알고리즘2. ( )Ⅰ

최단 거리에 위치한 멀티캐스트 라우터의 포워3.1.2

딩 테이블 갱신

앞의 탐색 알고리즘에 따라 의 메IGMP join/prune

시지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그램은 에서 최단 거리FA

에 위치한 멀티캐스트 라우터까지 혹은 그 역경로로

터널이 형성되어 송수신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
해서는 최단 거리에 위치한 멀티캐스트 라우터의 포,



워딩 테이블에 와 연결되는 새로운 입출력 인MH ․
터페이스가 지정되어야 한다 멀티캐스트 라우터 확.

인 메시지가 도착된 경로는 유니캐스트 경로이기 때

문에 그러한 인터페이스를 멀티캐스트로 변경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최단 거리에 위치한 멀티캐스트 라우.

터의 포워딩 테이블의 해당 엔트리의 출력 인터페이

스를 강제적으로 멀티캐스트 라우터 확인 메시지가

도착한 경로 인터페이스로 변경시킨다.

멀티캐스트 라우터 확인 메시지3.2 ICMP

멀티캐스트 라우터 확인 메시지는 에서 인접한FA

멀티캐스트 라우터를 찾기 위한 제어 메시지로 기,

존 에 새로 추가되어야 한다 다른 메시ICMP . ICMP

지와 동일하게 데이터그램의 데이터부분에 포함IP

되어 인터넷을 통해 운반된다 그림 은 멀티캐스트. 3

라우터 확인 메시지 형식이다.

유형 은 기존의 메시지 유형 필드에(type) ICMP

없는 새로운 값 을 멀티캐스트 라우터 확인 메시(88)

지의 의미로 부여한다 코드는 요청 인지 응답. (0) (1)

인지를 나타낸다 자신의 주소는 의 주소이고. IP FA ,

멀티캐스트 주소는 가 세션에 참가하고 있거나MH

탈퇴를 원하는 멀티캐스트 그룹 주소이며, mrouted

가 응답 메시지로 사용할 때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

는 최단 거리에 위치한 멀티캐스트 라우터의 주IP

소로 지정된다.

0 8 16 31

type(88) code(0-1) checksum

자신의 주소IP

멀티캐스트 주소

그림 멀티캐스트 라우터 확인 메시지 형식3.

멀티캐스트 데이터그램의 수신3.3

앞의 알고리즘에 따라 최단 거리에 위치한 멀티캐

스트 라우터가 선택된 후 라우터의 포워딩 테이블,

의 입 출력 포트가 갱신되고 나면 이 라우터는 데이. ,

터그램을 캡슐화하여 에 유니캐스트한다 그리고FA .

는 링크 계층의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에FA MH

포인트 투 포인트 로 전달한다(Point-to-Point) .

제안 기법의 성능 평가 분석4.

본 논문에서는 송신자의 이동은 고려하지 않으며,

수신자의 이동에 대해서만 성능을 평가한다 그리고. ,

이동 멀티캐스트 환경에서 가 멀티캐스트를 지MH

원하지 않는 망으로 이동한 경우 터널링을 이용한

다 본 논문에서는 의 양방향 터널링을 비교. IETF

대상으로 하여 성능을 분석한다 그림( 4).

FAHAFAHA

MH MHMH

Source Source

MH1. move 1. move

CH mRopt

3. 위치등록
4. 캡슐화 
5. 터널링 

2. 보호주소 획득
3. mR

opt 
검색     

5. 캡슐화 
6. 터널링 

2. 보호주소 획득

4. 멀티캐스트 그룹에 가입

양방향 터널링(a) IETF (b) MSM-IP

그림 경로 재설정 방법에 따른 경로4.

멀티캐스트 경로 설정과 관련된 성능 매개변수로는

종단간 지연 연결복구 시간 멀티캐스트 트리 변경, ,

시간 구현의 복잡도 트래픽 집중 여부 네트워크 자, , ,

원의 효율성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논문에,

서는 터널링 거리에 따른 매개변수만으로 성능을 분

석한다 터널링 거리란 와 사이의 경로 길이로. HA FA

터널링을 통한 지연을 말한다.

패킷 길이와 링크간 지연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이 구성 요소를 정의한다.

daddr : 보호주소를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지연

dreg : 위치를 등록하는데 걸리는 지연MH

dcap : 캡슐화하는데 소요되는 지연

dsearch : 최하단 멀티캐스트 라우터를 탐색하는데

소요되는 지연

djoin : 멀티캐스트 그룹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지연

dtunnel : 터널링 관련 지연

터널링 지연은 분기가 일어나는 노드에서부터 종단

라우터까지의 홉수와 각 홉당 처리 지연의 곱으로 계

산된다 다음은 두 방법의 평균 터널링 지연을 나타내.

는 수식이다(a : Bidirectional tunnel, b : MSM-IP).

D(a) = daddr + dreg + dcap + dtunnelB ---- (1)

D(b) = daddr + dsearch + djoin + dcap + dtunnelM ---- (2)



D(b) - D(a) = (dsearch + djoin + dtunnelM) - (dreg + DtunnelB) -- (3)

식 은 의 지연에서 양방향 터널링의 지연(3) MSM-IP

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최하단 멀티캐스트.

라우터를 찾는 비용과 터널링 비용이 지연을 결정하

는 중요한 요소이고 가 로부터 자주 이동하여, MH HA

홉 계수가 증가되는 경우 지연 차이의 감소가 현저함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방법의 성능을 비교하여 분. ,

리 적용하는 것이 네트워크의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한 시뮬레이.

션이 계속 진행중이며 결과는 추후 발표하겠다 표, . <

는 의 양방향 터널링과 제안 방법의 특징을1> IETF

비교한 것이다.

양방향 터널링IETF MRM-IP

어드레싱
홈주소 보호주소 사용,

에서의 캡슐화가 필요HA

홈주소 보호주소 사용,

mRopt에서 캡슐화 필요

패킷포워딩 삼각라우팅 전달(HA FA)↔
향상된 원격가입(mRopt↔

사용FA)

터널링특성

시작 위치 : HA

거리 : HA FA⇔

이동의 빈도가 높을 때,

최적화를 이루지 못함⇒

대역폭 낭비⇒

시작 위치 항상: mRopt

거리 : mRopt FA⇔

이동의 빈도가 높을 때도

최적화를 이룸⇒

효율적 대역폭 사용⇒

기타
의 위치 변화 반응이MH HA

에서 인식 한 후에 일어남

mRopt를 찾는 프로세싱이

부가적으로 필요

표 의 터널링과 기능 비교< 1> IETF MSM-IP

결론5.

이동성을 가지는 통신망의 발달과 멀티미디어에 대

한 사용자의 요구는 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많은

기능의 증대를 요구한다 이에 따라 에서는. IETF

와 멀티캐스트를 제시하였으며Mobile IP Mobile IP ,

등을 통해 그룹 통신을 해결하기 위한 실험이MBone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동성과 그룹 통신. ,

을 동시에 활용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특히 멀티캐스트 라우터가 존재하지 않는 망에서,

의 경로 재설정 방법은 를 위주로 멀티캐스트 트HA

리를 설정하고 가 이동하더라도 항상 가 중계, MH HA

하는 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기존의 프로토.

콜을 그대로 수용하는 등 호환성 측면에 많은 장점이

있지만 경로상의 비효율성이 문제된다, .

따라서 본 논문은 모델을 제안했다 이MRM-IP .

기법은 가 멀티캐스트를 지원하지 않는 망으로MH

이동했을 때 에서 최하단 멀티캐스트 라우터를 단, FA

순한 방법으로 찾아 그곳에 원격가입 한다 분석 결과.

협의의 이동에서는 의 양방향 터널링이 광의의IETF

이동에서는 제안 방법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유출하기 위해 버클리대학에서 만,

든 망 시뮬레이터인 를 이용하여 실험하고 있는 중ns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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