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인터넷의 사용자가 증가함과 동시에 컴퓨터가 소형화

되고 또 노트북과 같은 휴대가 간편한 컴퓨터가 보급되

면서 이동하면서 통신을 원하는 사용자도 증가하게 되었

다 최근에는 휴대용 컴퓨터를 통해서 어느 곳에서도 통.

신을 위한 연구가 활발함과 동시에 여러 사람이 여러 곳

에서 동시에 통신을 원하는 욕구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

나 프로토콜에 기반을 둔 현재의 인터넷은IP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신뢰성이best-effort .

요구되는 작업에는 데이터를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

생한다 이동노드의 위치파악과 이동 중 혹은 이동 후.

재접속 단계에서 많은 데이터 손실이 발생된다.

이동 는 인터넷상에서 임의의 호스트가 자신의 서브IP

네트를 떠나 다른 서브네트로 이동하였을 경우에도 자신

의 주소를 통해 데이터 송수신을 할 수 있게 해준다IP .

그러나 이동노드의 위치가 이동함에 따라서 수신되던 데

이터를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신뢰성을 보장.

하는 멀티캐스트 전송에서 수신자는 손실 없는 데이터

수신을 원하므로 데이터 손실이 발견되면 재전송을 통해

서 오류를 회복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의 이동성.

에이전트 를 이용하여 이동노드(Virtual Mobility Agent)

에 대한 빠른 터널링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장에서 관련연구에 대해서 간단하2

게 설명하고 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인 가상의 이동성, 3

에이전트를 이용한 데이터 전달에 대해서 설명한다 장. 4

에서는 제안된 기법에 대한 실험결과를 분석하고 마지,

막으로 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5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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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작업이나 화상회의 등과 같은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의 사용이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에 비해 현재의 네트워크 환경은 많은 데이터 손실을 가.

져오며 데이터 전송 속도 또한 느리다 게다가 데이터 수신을 원하는 호스트가 이동 중, .

일 때 이동하는 동안에 많은 데이터 손실을 가오게 된다 본 연구는 이동환경에서의 단, .

점인 빠르고 끊김이 없는 전송을 위해서 지역적인 핸드오프 기법을 제안하기 위해서 가

상의 이동성 에이전트를 를 두어서 이동노드가 인근지역으로 이(Virtual Mobility Agent)

동했을 때 홈에이전트에게 자신의 위치정보를 전송하지 않음으로써 이로 인해 발생되는

데이터 지연을 줄이고자 한다.



있다 홈에이전트는 현재 이동노드의 위치에 관한 정보.

를 소유하고 있으며 외부에이전트는 자신에게 접속된,

이동노드에게 를 부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COA .

를 부여하여 통신이 가능하게 되면 홈에이전트에게COA ,

이 정보를 알려서 홈네트워크로 오는 이동노드의 데이터

를 외부네트워크로 포워딩 시켜준다 그러나 데이터 전. ,

송시 홈에이전트를 거치지 않고 바로 외부네트워크로 전

송되는 최소경로화가 소개되었다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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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동환경에서의 데이터 전송]

경로최적화를 사용함으로써 모든 이동노드로의 데이터

그램이 를 통해서 발생되는 현상Home Agent Bottleneck

을 해결한다 또 불필요하게 경로를 우회함으로써 네트.

웍 효율이 떨어지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이동 노드와

통신하려는 상대편 호스트가 현재 어느 곳에 있는지 알

게 해주는 것이다.

홈
에이전트

외부
에이전트

인터넷 호스트

이동노드

203.253.3.254

203.251.6.254

192.5.7.100

203.253.3.254 - Home address

203.251.6.254 - Care of address

그림[ 2 경로최적화기법]

멀티캐스팅2) (Multicasting)

멀티캐스팅은 호스트 그룹이라는 개념으로 이루어져IP

있다 호스트들의 동적인 집합은 한 개의. Class D

를 사용하게 된다 호스트는 언제나 그 그룹에 참address .

여하거나 떠날 수 있고 데이터그램을 그 그룹에 전달,

하기 위해서는 그룹의 멤버들을 조사하거나 멤버들에게

데이터를 라우팅하는 메커니즘이 요구된다 멀티캐스팅.

알고리즘으로는 Flooding, Spanning Trees,

Reverse-Path Forwarding, RPF and Prunes, Steiner

등이 있는데 이중 현재 인터넷Trees, Core-Based Tree ,

을 형성하고 있는 방식은 를 이용한RPF and Prunes

이다DVMRP .

Intradomain∙

멀티캐스트 그룹의 멤버를 관리하는 것은

의 역할이IGMP(Internet Group Membership Protocol)

다 는 주기적으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멤버들. mroute

에 대해서 아직 그룹에 속하고 있는지 폴링 하(polling)

고 멤버로 남아 있는 호스트들이 이 메시지에 응답을,

하게 되면 은 멀티캐스팅을 하고 있는 소스에게mroute

그룹에서 탈퇴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고 소스는

더 이상 그 네트워크에 데이터그램의 복사본을 전달하

지 않게 된다.

Interdomain∙

각 네트워크에 멀티캐스트 데이터그램을 보내기 위해

서는 멤버로 참여하고 있는 네트워크들에게만 라우팅을

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의 초.

기방식이자 현재 멀티캐스팅에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

를 이용한RPF(Reverse Path Forwarding)

DVMRP(Distance Vector Multicast Routing Protocol)

이다 는 각 수신자로부터 소스까지의 최단 경로. RPF

를 계산하여 만들어진 트리의 경로(best reverse path)

를 따라 데이터를 포워딩하게 되고 이 때 최단 경로를, ,

거치지 않은 패킷들은 무시된다 이외에도. DVMRP Link

알고리즘을 이용하는State MOSPF(Multicast Open

방식과 모든 멀티캐스트 데이터그Shortest Path First)

램이 중심 라우터 를 거쳐서 전달 되는(core router)

방식 등이 있다CBT(Core-Based Trees)

가상의 이동성 에이전트를 이용한 경로최적화3.

기본 방식1)

이동노드는 처음 이동했을 때 외부에이전트와 터널링

을 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

을 때 바로 전에 있었던 지역을 가상 홈에이전트(Virtual

라 하여 본래 홈에이전트의 역할을 한다Home Agent) .

결국 가상 홈에이전트가 다음 이동노드의 외부에이전트

와 터널링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동노드가 이동한 외부에이전트에 기존의 멀

티캐스트 그룹이 있을 경우 이동노드와 송신자측과 터,

널링을 하면 멀티캐스트 데이터와 터널링을 한 후 같은

데이터를 수신하는 경우가 발생된다 따라서 이동노드가. ,

이동한 곳에 기존의 멀티캐스트 그룹이 있을 경우에는

간단히 그룹에 가입하는 방법을 취하고 멀티캐스트 그,



룹이 없는 경우에는 송신자와 터널링 후 수신하는 방법

을 택했다.

데이터 전송2)

각 지역 그룹의 대표호스트가 이동노드를 포함한 각

지역의 멀티캐스트 멤버들에게 데이터전송을 담당한다.

인터넷  호스트

홈에이전트

외부에이전트 (1)

가상홈에이전트
외부에이전트 (2)

(1) (2,3,4) (2,3,5)

(6)
(7)

그림[ 3] 가상 이동성에이전트를 이용한 연결

그림 은 가상 이동성 에이전트를 이용하여 송신자와[ 3]

이동노드사이에 터널링이 이뤄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

으며 아래의 단계는 외부에이전트가 가상 이동성 에이,

전트로 되어서 다른 외부에이전트로의 이동 과정을 순차

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1) 이동노드의 이동이 감지되면 이동중인 노드는 현재

까지 수신한 마지막 데이터를 기억한다.

이동 후 이동한 곳의 를 획득한다2) , COA

이동한 곳에 멀티캐스트 그룹이 있는지를 조사한다3) .

그룹이 있으면 송신자와의 터널링은 하지 않고 간4) ,

단히 멀티캐스트 그룹에 가입하여 멀티캐스트 데이

터를 수신한다.

그룹이 없으면 송신자와 터널링을 수행하여 데이터5)

를 수신한다.

멀티캐스트 그룹이 있는 경우 이동노드는 현재의 대6)

표호스트에게 수신된 마지막 데이터부터 재전송을

요청한다.

7) 멀티캐스트 그룹이 없는 경우 이동노드는 이전의 대표

호스트에게 수신된 마지막 데이터이후부터 재전송을

요청한다.

실험결과분석4.

계층적인 이동 환경에서 내부망에서 실험을 통해서 성

능을 분석하는 것은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실제.

로 데이터 전송에서 패킷 손실이난 지연이 발생하는 것

은 인터 네트워크 환경에서 발생하고 내부망에서는 대역

폭이 거의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내의 이동에 대해서만 성능을 평가한다Intra-Area .

수신대표자의 버퍼의 크기를 로 구성된 배열로1Byte

구성하고 크기는 개로 설정하였다 계층적인 이동환100 .

경의 네트워크의 상태값은 포아송 함수를 이용하여

미만의 값을 발생시켰다 따라서 네트워크 변동20Byte .

범위를 미만으로 변동시켰다 전송데이터의 평균크기20% .

는 로 했으며 수신측의 처리율은 로 하였10Byte , 10Byte

다 측정시간은 동안 수행하였다2160sece .

실험 방법은 기존의 이동환경일 때 동안 전송2160sec

하여 멀티캐스트 그룹이 있을 때의 멀티캐스트 데이터

전송과 멀티캐스트 그룹이 없을 때 유니캐스트로 데이터

를 전달했을 때의 전달시간을 측정하였다 그림 이동[ 4].

노드의 이동은 번의 이동으로 제한을 두었다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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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메시지 전달시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유니캐스트로 데이터를 보내는

것보다 멀티캐스트로 데이터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림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멀티캐스트 그룹은.

고정된 호스트들로 이루어진 그룹이었지만 본 연구에서,

말하는 그룹은 이동노드가 이동 후에 그룹에 가입하기

실험변수 값

수신자 상태버퍼 100 Byte

네트워크 변동범위 버퍼의 이내20%

네트워크 상태발생 포아송 함수 이용

전송 데이터 크기 10 Byte

수신 데이터 처리율 10 Byte/sec

실험시간 2160 sec

표 실험변수[ 1]



때문에 획득 시간과 그룹에 가입하는 시간 등이 필요COA

하기 때문에 유니캐스트로 데이터를 보내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린 듯 하다.

아래의 그림은 멀티캐스트 그룹으로 데이터를 전달했

을 때와 유니캐스트로 데이터를 전달했을 때 전송지연

시간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5].

전송 지연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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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지연시간]

마찬가지로 멀티캐스트그룹으로 전달했을 때 단일호스

트로 데이터를 보내는 것보다 더 오랜 지연시간이 걸린

다 이것은 그룹에 속해 있는 모든 호스트들에게 데이터.

를 전달하기 때문에 단일 호스트로 데이터를 보내는 것,

보다 지연시간이 많이 걸린다 바로 전에 설명했듯이 본.

연구에서의 멀티캐스트 그룹은 기존의 고정된 호스트들

이 대상이 아니고 이동 노드가 이동했을 때 이동한 곳,

에 멀티캐스트 그룹이 있는 경우일 때를 가정하기 때문

에 그룹으로 데이터를 전달했을 때 지연시간이 오래 걸

리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유니캐스트와 멀티캐스트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채널의 효율성을 따져보면 대역폭

측면에서 멀티캐스트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가 유니캐스

트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보다 효율적이다.

결론 및 향후과제5.

고정된 호스트에 대한 멀티캐스팅은 기존에 제안된 방

법을 사용하고 이동 노드에 대한 데이터 전송을 위한 경

로 최적화가 사용되었다 이동 호스트가 이동 후 기존에.

존재해 있는 멀티캐스트 그룹이 있는 경우에 바로 그룹

에 가입하는 방법을 취하여 이동 호스트가 이동 후 에이

전트에게로 전송해야 하는 정보를 생략시켰다 따라서.

이전의 이동노드가 이동 후에 데이터를 수신하는 시간이

짧아졌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동노드가 이동한 곳의.

이동노드의 그룹은 같은 네트워크라고 가정 하에서 실험

했기 때문에 만약 그 그룹의 멤버들이 다른 네트워크의,

소속이라면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 이런 이동노드를 다른 멀티캐스트 그룹으로 만들

어서 데이터를 수신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진행 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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