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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이동성을 지원하는 Mobile IPv4 와 Mobile IPv6 프로토콜은 서로 다른 버전의 네트워크에

서는 호환이 불가능하게 설계되어있다. Mobile IPv6 프로토콜에서 확장되어 네트워크 이동성까지 

지원되는 Network Mobility(NEMO) 프로토콜 역시 IPv6 네트워크 내에서만 이동성이 보장된다. 그러

나 앞으로의 인터넷은 IPv4 와 IPv6 네트워크가 상당기간 공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두 버전

의 네트워크 사이에 이동성이 자연스럽게 지원되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른 

버전의 네트워크 사이에 NEMO 프로토콜에 대해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우리는 

Mobile Router(MR)가 IPv4 네트워크로 이동을 한 경우에도 Tunnel Agent(TA)를 통해 NEMO 터널을 

유지함으로써 이동성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1. 서론 

무선 통신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인터넷을 통해 모든 데

이터를 주고 받으려는 경향은 사용자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끊김 없이 인터넷에 접속하고자 하는 욕구를 증대시키고 있

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단말의 IP 이동

성 지원 방법에 대한 표준화 노력이 IETF WG(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Working Group)에서 이루어지고 있

다. 특히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인 IPv6[1]망에 대한 이동

성 지원인 Mobile IPv6[2]에 대한 표준안이 RFC3775 를 통

해 제시되었다. 

최근에는 단말 단위의 이동성에 더해 버스, 비행기, 자동

차, 기차와 같이 한 개의 네트워크를 이룬 이동수단이 움직

이는 경우에 대한 네트워크 이동성 지원 기술도 논의되고 

있다. 네트워크 이동성 지원 방법에 대한 논의는 IETF 의 

NEMO WG 에서 활발하게 논의 중이다. 먼저 기존의 단말 이

동성 기술인 Mobile IPv6 를 확장하여 이동하는 네트워크 

내부 단말들에 대해 끊김 없는 인터넷 접속을 제공 할 수 

있는 기본 프로토콜(NEMO Basic Protocol[3])을 RFC3963 에

서 표준으로 제정하였다. 이후 경로 최적화 및 멀티호밍 등 

기타 확장에 관련된 표준화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네트워크 이동성의 가장 큰 특징은 이동성에 관련된 

동작을 각각의 단말이 실행하는 것이 아닌 MR 이 전담한다

는 점이다. 
 
This work was supported by ITRC of MIC and by NCA. 

 

이를 통해 인터넷 접속 지점이 변경될 때마다 각각의 단말

이 실행해야 할 시그널링들을 MR 의 단 한번의 시그널링으

로 대체할 수 있어 망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IP 이동성을 지원하지 않는 보통의 IPv6 기기들에 대

해서도 인터넷 접속 지점 변경에 구애 받지 않고 끊김 없는 

인터넷 접속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NEMO 프로토콜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IPv6 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IPv4 환경을 이용

하지 못하는 IPv6 의 도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IPv4 와 IPv6 간의 전환기술들이 필수적이다. 이미 IETF 

NGTrans WG(Network Generation Transition Working Group)

에서 고정된 호스트들에 대한 듀얼스택, 터널링, 변환기 등

의 연동기술에 대한 몇 가지를 표준으로 제정하였다. 그러

나 이 메커니즘들도 역시 이동성 지원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림 1 에서 Mobile IPv6 와 NEMO 와 같이 이동성을 지원

하는 프로토콜은 다른 버전의 네트워크와 서로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IPv4 네트워크로 이동 시 단말이나 Mobile 

Network Nodes(MNN)에 대한 세션 연결성이 보장 되지 않는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MR 을 포함한 Mobile Network 가 

IPv4 네트워크로 이동하였을 경우에도 TA 를 통하여 NEMO 

터널을 유지시킴으로써 세션연결을 보장시켜주는 방안을 제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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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R 이 IPv4 네트워크로의 이동 시나리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현재 이동성 

프로토콜에 대한 전환 메커니즘을 소개하고, 3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TA 를 통해 2 장에서 소개한 메커니즘들 보

다 좀 더 효율적으로 이동성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

히 살펴본다. 4 장에서는 성능을 측정하고, 마지막 5 장에서 

결론과 향후 연구 계획을 기술한다. 

 
2. 관련연구 

2.1 듀얼스택 메커니즘 

Mobile IPv4[4]와 Mobile IPv6 간의 연동을 위한 가장 간

단한 메커니즘은 듀얼스택 구조[5]이다. 그러나 듀얼스택의 

Mobile Node(MN)는 각 버전의 이동성 관리 프로토콜을 모두 

구현해야 하고 운영을 하기 위한 부담이 필연적으로 증가한

다. 또한, 다른 링크로 이동할 경우 단말은 IPv4 와 IPv6 

네트워크의 연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배의 시그널링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단말의 이동 시 IPv4 네트워크에서 

Registration Request[4], Registration Reply[4] 메시지와 

IPv6 네트워크에서 Binding Update(BU)[2], Binding 

Acknowledgement(BA)[2] 메시지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부

담을 가지고 있다. 

 

2.2 Doors 메커니즘 

Doors 메커니즘[6]은 IPv4 와 IPv6 네트워크 사이에 

Doors Router 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추가시키고 UDP 헤더를 

포함하여 Private IPv4 네트워크로 이동하는 경우도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IPv4 네트워크로 이동 시 

IPv4-IPv6-IPv6 의 터널 된 패킷 형태로 통신을 하게 되므

로 터널 오버헤드가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단점이 있다. 
 
3. 제안사항 

3.1 Tunnel Agent 의 Tunnel End Point 주소 획득 

본 논문에서는 Home Agent(HA)가 이미 TA 의 IPv4/IPv6 

주소를 알고 있다는 가정을 한다. 예를 들면, 자동으로 

Tunnel End Point 주소를 얻어올 경우 DSTM[7]을 사용하여 

현재 네트워크에서 TA 에 대한 IPv4/IPv6 주소를 얻어 온다. 

만약에 DSTM 을 사용할 수 없으면 미리 설정된 주소를 사용

할 수 있다. 그림 2 는 본 논문에서 Home Agent Address 

Discovery Request/Reply[3] 메시지에 "V" 플래그와 Tunnel 

Agent Information(TAI) 옵션을 새로 추가시킨 메시지 포맷

이다. 만약 MR 이 IPv4 네트워크에 이동해서도 세션 유지를 

TA 로부터 지원받고 싶다면, "V" 플래그를 설정하여 

Anycast 주소[1]로 Home Agent Address Discovery Request 

Message 를 보낸다. 그러면, Tunnel End Point 주소를 알고 

있는 HA 가 응답을 하게 되며, HA 는 "V" 플래그와 함께 TAI 

옵션을 추가하여 Home Agent Address Discovery Reply 

Message 로 MR 에게 응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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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Home Agent Address Discovery Request/Reply 

+Tunnel Agent Information 옵션 메시지 포맷 

 

이때, TAI 옵션에는 TA 의 IPv4/IPv6 주소를 반드시 포함

해야만 하며, MR 은 이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야 한다. 

 

3.2 IPv4 네트워크로의 이동 감지 

MR 의 IPv6 네트워크 내에서 이동은 NEMO 표준에서 정의

된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문제없이 MNN 에게 이동성을 지원

한다. 만약에 MR 이 Home Agent Address Discovery 

Mechanism[3]을 통하여 TA 의 주소를 이미 알고 있다면, 

IPv4 네트워크로 이동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 

MR 은 듀얼스택으로 가정하였으며, Mobile IPv4 프로토콜 

스택은 단지, IPv4 네트워크에서 이동 감지를 위해 IPv4 

Care-of Address(CoA)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가장 최소한의 

기능만을 추가시켰다. 즉, Agent Advertisement[4] 메시지

를 수신하고 IPv4 CoA 를 구성함으로써 IPv4 네트워크로의 

이동을 감지할 수 있다. 

 

3.3 Home Registration 

MR 을 포함한 Mobile Network 가 IPv4 네트워크로 이동을 

감지하고 IPv4 CoA 를 구성하였다면, 다른 버전의 네트워크

에 이동하였음을 알리기 위해 본 논문에서 새로 추가한 

“V” 플래그가 설정 되어있는 BU 메시지를 자신의 HA 에게 

보낸다. 그림 3 은 "V" 플래그가 추가된 BU 와 BA 메시지의 

포맷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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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Binding Update/Acknowledgment 메시지 포맷 

 

그림 4 는 Home Registration 에서 BU 메시지의 발신지/목

적지 주소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IPv4 로 이동한 MR 은 

원래 BU 메시지의 소스 주소를 자신의 CoA 로 구성했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Tunnel End Point 의 IPv6 

주소를 CoA 의 소스 주소로 정하고, HA 에게 송신하기 위해 

IPv4 헤더를 인캡슐레이션 하여 보낸다. 이 때 BU 헤더의 

IPv4 프로토콜 번호 필드는 IPv6 패킷임을 알리기 위해 41

번이어야 하며, 소스주소는 MR 의 IPv4 CoA 이고, 목적지 

주소는 TA 의 IPv4 주소로 구성한다. TA 는 BU 메시지를 수

신한 후 IPv4 헤더를 제거하고 HA 에게 전달한다. BU 를 수

신한 HA 는 IPv4 로 이동한 MR 의 IPv6 CoA 주소를 BU 메시

지의 소스주소인 TA 의 IPv6 주소로 설정하여 Binding 

Cache[3]를 업데이트 한다. Binding Cache 에서 MR 의 Home 

Address(HoA)에 대해 CoA 가 TA 의 IPv6 주소로 설정했기 때

문에 MR 이 IPv4 네트워크에 있는 한 HA 는 MR 로 보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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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에 대해서 항상 TA 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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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BU 메시지의 발신지/목적지 주소 형태 

 

3.4 NEMO Tunnel Setup 

BU 와 BA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송수신하였다면 NEMNO 터널 

설정을 한다. NEMO basic Protocol 에서 Correspondent 

Node(CN)와의 통신을 할 때 항상 HA-MR 터널을 통해서만 패

킷이 전송되게 된다. 따라서 NEMO 터널을 유지시켜주는 것

이 가장 중요하다. IPv4 네트워크로 MR 이 이동할 경우 HA-

MR 터널은 계속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TA 가 중간에서 MR

과의 터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터널 캐쉬를 관리하여야 한

다. 듀얼스택 구조와 Doors 메커니즘에서는 MR 이 IPv4 네

트워크로 이동했을 경우 IPv4-IPv6-IPv6 의 세 가지 IP 헤더

를 포함한 터널이 생성되지만 본 논문에서는 IPv4 네트워크

에서 MR 의 또 다른 이동을 고려하여 좀 더 효율적인 TA-

MR(IPv6 in IPv4) 터널을 설정 한다. HA 는 MR 의 CoA 가 TA

의 주소로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HA-TA 간의 IPv6-IPv6 터널

을 설정하고 TA 는 MR 과의 IPv4-IPv6 터널을 설정함으로써 

MR 의 Home Registration 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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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IPv4 네트워크 내에서 MR 의 이동 시나리오 

 

만약 그림 5 처럼 MR 이 IPv4 네트워크 내에서 또 다른 링

크로 이동을 할 경우에는 BU 메시지를 송신하고 TA 는 이 

메시지를 수신할 때, 단지 TA-MR(IPv4-IPv6)의 터널만을 다

시 설정하면 된다. 따라서 HA-TA(IPv6-IPv6)의 터널은 변함

이 없고, TA 만이 Tunnel End Point 를 변경함으로써 HA 간

의 추가적인 시그널링을 줄일 수 있다. 

 

3.5 CN 과의 통신 

CN 이 IPv4 네트워크로 이동한 MR 의 MNN 과 통신을 할 경

우 그림 6 과 같이 패킷이 전달되게 된다. 우선 CN 이 MNN

에게 패킷을 송신하면 HA 는 그 패킷을 가로채어 자신의 

Binding Cache 를 보고 MR 의 IPv6 CoA 즉, HA-TA 간의 터널

을 이용해 TA 로 패킷을 전달한다. TA 는 HA 와의 터널을 통

한 패킷을 수신하게 되면 TA-MR 터널의 Tunnel End Point 

인 MR 의 IPv4 CoA 에게로 패킷을 전달한다. 이 때, TA 는 

Mapping Table 을 보고 IPv6 와 IPv4 헤더를 변환하며, 이 

과정은 NAT-PT[8]와 SIIT[9]의 헤더 변환 메커니즘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MR 은 TA-MR 간의 터널을 통한 패킷을 수

신하게 되면 IPv4 헤더를 디캡슐레이션 하고 최종적으로 해

당 MNN 에게 패킷을 전달하여 CN 과의 통신을 한다. 반대로 

MNN 이 CN 에게 보내는 패킷은 그림 6 에서의 소스와 목적지 

주소가 바뀐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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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CN 과 MNN 간의 통신 

 

4. 성능측정 

우리는 핸드오프 시그널링 딜레이(Delay)와 패킷 딜레이를 

측정함으로써 제안한 방안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7 은 딜레이의 측정을 위한 네트워크 토폴로지이다. 

즉, (a)는 MR 이 IPv6 네트워크를 떠나서 IPv4 네트워크로 

이동(roaming)을 한 후, IPv4 네트워크에서의 핸드오프를 

수행할 때의 시나리오를 나타낸다. 그리고 (b)는 IPv4 네트

워크로 이동한 MR 의 MNN 이 HA 가 속한 네트워크와 또 다른 

IPv6 네트워크에 있는 CN 과 MNN 간의 통신하는 시나리오를 

보여준다. 표 1 은 성능 측정을 위해 각 기호에 대한 의미

와 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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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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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딜레이 측정을 위한 네트워크 토폴로지 

 

<표 1> 성능측정을 위한 변수들 

기호 의미 값 

CN TAL −  IP 헤더+CN과 TA 사이의 페이로드길이  

T A H AL −
 IP 헤더+TA와 HA 사이의 페이로드 길이  

H A T AL −
 IP 헤더+HA와 TA 사이의 페이로드 길이  

T A F AL −
 IP 헤더+TA와 FA 사이의 페이로드 길이  

F A M RL −
 IP 헤더+FA와 MR 사이의 페이로드 길이  

M R M NNL −
 IP 헤더+MR과 MNN사이의 페이로드 길이  

w iredB W  유선 링크의 Bandwidth 100Mb/s

wirelessBW  무선 링크의 Bandwidth 11 Mb/s

wiredL  전파지연시간+유선 링크레이어 지연시간 0.5 ms

w ire le s sL  전파지연시간+무선 링크레이어 지연시간 2 ms 

6 HH −  HA(IPv6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홈수  

6 CH −
 CN(IPv6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홈수  

4 MH −
 MR(IPv4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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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Handoff Signaling Delay 

HD 는 MR 이 IPv4 네트워크 내에서 HA 와 점점 멀어지는 

상황에서 핸드오프 딜레이 값을 측정한다. 즉, IPv4 네트워

크의 홉수를 늘리면서 핸드오프 딜레이를 계산하였다. 

(IPv6 네트워크의 홉수는 변함이 없다.) 

 

 Doors 메커니즘은 IPv4 네트워크에서 핸드오프를 수

행할 시, 자신의 HA 와 BU 메시지와 BA 메시지를 직

접 주고 받아야 한다. 

64 ( )2

2( ) 4 2

( ) TA HA HA TA HFA MR M

wired wired

FA MR
wired wireless

wireless

L L HL HHD
BW BW

L L L
BW

− − −− −

−

+ ××
= + +

+ +

 

 제안한 방안은 핸드오프시 TA 가 BU/BA 메시지를 직

접 처리한다. 따라서 HA 까지 BU 메시지를 전달해야 

핸드오프과정을 끝낼 수 있는 doors 메커니즘보다 

더욱 효율적이다. 

42 2 ( ) 2

2

( )F A M R M F A M R
w ir e d

w i r e d w i r e l e s s

w i r e le s s

L H LH D L
B W B W

L

− − −×
= + + +  

 

그림 8 의 위 그래프는 핸드오프 시그널링 딜레이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 제안한 방법이 IPv4 네트워크에서 이동 

시 더욱 빠른 핸드오프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4.2 The End-to-End Packet Delay 

PD 는 MR 이 IPv4 네트워크로 이동 시 IPv6 네트워크에 있

는 CN 과 MNN 간의 통신을 하고 있을 때의 패킷 딜레이 값을 

측정한다. 이때 페이로드 길이를 증가시키면서 CN 과 MNN 간

의 패킷 딜레이를 계산하였다. 

 

 Doors 메커니즘은 CN 과 통신할 때 패킷은 HA 를 통

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HA 가 속해 있는 IPv6 네트워

크에서의 패킷 딜레이가 발생한다. 

6 6

4

( )

4 2

CN TA C TA HA HA TA H

w ired w ired

FA MR MR MNNTA FA M
w ired w ireless

w ired w ireless

L H L L HPD
BW BW

L LL H L L
BW BW

− − − − −

− −− −

× + ×
= + +

+×
+ + +

 

 제안한 방안은 TA 가 HA 에게 패킷을 전달하지 않고 

TA-MR 의 터널을 통해 직접 MR 에게 패킷을 포워딩 

해준다. 따라서 패킷이 HA 까지 전달되지 않기 때문

에 HA 가 속한 IPv6 네트워크에서의 패킷 딜레이 발

생을 줄일 수 있다. 

6 4

2 2

CN TA C TA FA M

wired wired

FA MR MR MNN
wired wireless

w ireless

L H L HPD
BW BW

L L L L
BW

− − − −

− −

× ×
= + +

+
+ +

 

 

그림 8 의 아래 그래프는 end-to-end 패킷 딜레이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 Doors 메커니즘에 비교해서 제안한 방안

이 페이로드 길이가 커질수록 패킷 딜레이가 더욱 적게 발

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 성능측정 결과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IPv6 에서만 이동성이 지원되었던 NEMO 프

로토콜에 대해서 TA 를 통하여 IPv4 네트워크로 이동했을 

경우 심리스한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제

시하였다. 즉, TA 는 이동성을 가지는 mobile node, mobile 

router 에게 IPv4/IPv6 간 전환을 지원한다. 우선 듀얼스택 

메커니즘과 비교해 Mobile IPv4 프로토콜 스택을 최소화함

으로써 다른 링크로 이동했을 때 시그널링 오버헤드를 줄였

다. Doors 메커니즘에서의 터널 오버헤드 문제점에 대해서

는 IPv4 네트워크로 패킷을 전달할 때 TA 를 이용하여 

IPv4-IPv6 헤더를 사용함으로써 터널 오버헤드를 감소시켰

다. 만약, IPv4 네트워크 내에서 또 다른 이동을 할 경우 

TA 에게만 등록함으로써, HA 간의 추가적인 바인딩 메시지도 

줄였다. 성능 측정 결과 제안된 메커니즘은 핸드오프와 패

킷 지연 시간을 줄이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향후 과제로 본 논문에서 제시한 메커니즘을 테스트베드

를 구축하여 실제 구현을 하고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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