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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통신 환경이 유선에서 무선으로 확장됨에 따라 단말기의 이동성이 강조 되고 

있다. 고정적인 유선환경에서 통신 지역을 수시로 변경하는 이동환경으로의 변화는 

Handoff 기술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Handoff 란 통신지역을 변경 하는 것으로 이때 단말

기의 정보를 새 통신지역에 맞게 변경 하는 단계에서 짧은 시간이나마 접속이 끊기게 된

다. 본 논문에서는 Handoff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된 논문들 중에서 노드의 이동을 

감지 하는 Movement Detection 과정의 경량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 하였다. 본 논문을 

통하여 Movement Detection 에서의 Handoff 경량화를 위해서는 전송시간과 Movement 

Detection 메커니즘의 개선 보다는 대기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효율적임을 알아 보았다. 

또한, 기존 이동노드에서 수행하는 Handoff 과정을 라우터에서 수행시 이동노드의 프로세

싱 경량화는 가능하지만 라우터의 부하를 가져옴을 알게 되었다.  

 

 

                                                           
* 본 연구는 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대학 IT연구센터 육성▪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1. 서 론 

오늘날 통신 환경에서 주로 사용되는 IPv4 는 TCP 와 

함께 중요한 인터넷 프로토콜 중의 하나이다.  처음 

IPv4 가 정의될 당시에는 이동성을 고려 하지 않고 유

선 망과 고정된 호스트 사용을 주 목적으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이동성을 중요시하는 통

신 환경에서는 사용자의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액

세스 포인트(Access point: AP)변화에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한다. 단말기에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는 위치정보가 바뀌더라도 해당 단말기를 고정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IP 정보는 계속해서 유지 되어야 

한다. 현재의 IP 주소 체계는 네트워크 종속적 이기 

때문에 접속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변경 될 때에는 주

소 또한 변경되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IETF)에서는 자신의 이동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림으로써 이동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Mobile IPv6

를 발표하였다[1]. 이로써 노드의 이동성은 보장 받

게 되었지만 Handoff 시의 시간 지연에 관한 문제점은 

해결하지 못하였다.이에 IEFT Working Group 많은 방

법들이 제안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Handoff 시의 지연 문제에 대한 여

러 제안들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분석하였다. 2 장에

서는 관련 연구로 Mobile IPv6 동작 과정에 대한 설

명과, 3 장에서는 Movement Detection 을 통한 

Handoff 경량화 제안들에 대하여 분석 하였다. 4 장에

서는 각 제안 방식을 분석 하여 Movement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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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handoff 경량화 방식을 알아 보고, 경량화한 결과

를 Mobile IPv6 와 비교해본다. 5 장에서는 향후 과제

의 진행 방향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2. 관련 연구  

Mobile IPv6 는 두 개의 주소를 이용해서 통신을 한다. 

첫 째는 Home address 로 변하지 않는 영구적인 주소 

값이고, 또 다른 하나는 CoA 로써 접속 되어 있는 위

치에 따라 그 값을 다르게 할당 받는 주소이다. 이 

두 주소를 이용하여 Mobile IPv6 는 이동성을 지원 받

게 된다. 동작 원리는 다음과 같다. 

(1)이동노드(Mobile Node : MN)는 주기적으로 라

우터 정보 요청 메시지(Router Solicitation: RS)를 

보내어 (2)라우터 정보 메시지(Router 

Advertisement : RA)를 수신한다. (3)이때 수신한 네

트 워크 프리픽스값과 자신이 사용하던 네트워크의 

프리픽스 값이 서로 다르게 되면 이동이 되었음을 파

악하게 된다(Movement Detection : MD). (4)이동노드

는 이동지역에서 사용할 새 주소(Care-of-Address : 

CoA)를 생성한다. (5) 지속적인 데이터 수신을 위하

여 이전 네트워크와 자신과 통신을 하고 있던 노드

(Correspondent Node : CN)에게 생성한 주소를 알려 

주는 Binding Update 과정을 수행한다. (6) PAR 과 CN

은 CoA 를 수신후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에 주소를 기

록하고 확인 메시지(Binding Acknowledgement)를 이

동노드에게 보내 주어 handoff 를 마치게 된다. 

 
(그림 1) Mobile IPv6 프로토콜 기본 동작 

 

이동노드가 이동을 감지하고, 새 주소를 생성 후, 

이전 네트워크와 통신하던 노드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3 단계를 Handoff 라 한다.  

 Movement Detection 

 New CoA Configuration 

 Binding Update 

 

Handoff 의 소요시간을 최소로 줄여서 궁극적으로 

데이터의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Handoff 경량화라 하

고, 이에 대한 여러 제안들이 나와있다.  

 

3. Movement detection 관련 제안들 

본 논문에서는 3 단계 Handoff 중 Movement Detection

경량화 제안들을 중심으로 분석 하였다. 

 

3.1 IPv6 Fast Router Advertisement 

이동노드는 다른 네트워크에 접속 후 라우터 정보를 

얻기 위해 요청 및 응답 메시지를 주고 받는다. IPv6 

Fast Router Advertisement 은 이 단계에서의 경량화

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3]. 이동노드가 새 네트워

크 영역으로 이동한 후에 CoA 를 만들기 위해서는 라

우터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데, 이는 Router 

Advertisement(RA)메시지의 정보를 통해서 이루어진

다. RA 메시지는 라우터가 일정 시간 간격으로 발송을 

하거나, 이동노드가 Router Solicitation(RS) 메시지

로  요청 시 전송되어 진다. Mobile IPv6 메커니즘에

서는 RS 메시지를 수신하면 바로 RA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0ms 에서 1000ms 의 랜덤 한 시간을 기다

렸다가 전송하도록 정의 하고 있다[4]. 이는 여러 이

동노드가 동시 접속하였을 경우, 많은 RA 메시지의 전

송으로 인한 네트워크 부하를 막기 위해서이다.  

1000ms 의 랜덤 시간은 Handover 시간 지연을 발생시

킴으로 제안 [3]에서는 FAST ROUTER ADVERTISEMENT 

(Fast RA)메시지 기법을 제안 하고 있다. 동작 원리

는 다음과 같다. 

 

 
 

Fast RA 를 지원하도록 설정된 라우터는 별도의 카

운터인 FastRACounter 를 설정하여 FastRACount 값이 

최대 메시지 전송 값 MAX_FAST_RAS 보다 작을 시에는 

1000ms 라는 대기시간을 두지 않고 즉각적으로  RA 를 

발송하도록 한다. 하지만 이 제안의 경우 기본 

MAX_FAST_RAS 값으로 10 을 제안하고 있는데 Handoff

가 자주 일어나는 네트워크에서는 큰 효과를 내지 못

하며, 반대로 MAX_FAST_RAS 을 크게 설정할 경우에는 

트래픽을 줄이기 위한 RA 대기 시간의 목적이 사라지

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3.2 Fast Router Discovery with RA Caching in AP  

이동노드가 Movement Detection을 하기 위해서는 

RA메시지의 정보를 통해 판단 한다. Mobile IPv6 

메커니즘에서는 정기적 RS 발송시간을 3000ms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RS를 라우터가 수신했더라도 

RA를 보내기 위해서는 다시 1000ms의 랜덤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Fast Router Discovery with RA 

Caching in AP에서는 랜덤시간 동안의 대기를 

Movement Detection지연의 주 원인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액세스 포인트(Access Point : AP)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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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경량화 방법을 제안하였다[5]. 

동작 원리는 AP에 RA Cache를 두어 상위 계층에서 

내려오는 Multicast Frame중에서 정기적 전송 

RA메시지이면 Cache에 저장해 둔다. 이후 AP가 

이동노드의 접속 요청을 받아 2계층의 응답 메시지인 

reassociation.reply를 전송시 cache에 저장된  

RA메시지를 대기 시간 없이 보내게 된다.  

 
(그림 3) Cashing 및 Fast Router Discovery with 

RA Caching in AP 동작 원리 

 

3.3 Access Router Based Movement Detection  

and CoA Configuration 

Movement Detection 은 MN 가 RA 를 받아 수행 하도록 

되어있다. Access Router Based Movement Detection 

and CoA Configuration 에서는 Movement Detection 을 

라우터에서 대신 수행하여 Handoff 를 경량화 하는 방

법을 제안하였다[6]. 동작 원리는 다음과 같다.  

 
(그림 4) Access Router Based Movement Detection 

and CoA Configuration 의 동작 원리 

  

먼저 Active Access Router (AcAR)을 두어 

(1)2계층의 접속요청(association request) 메시지를 

수신하면, (2)AcAR은 이 RS메시지의 2계층 주소 

정보를 자신의 Neighbor Cache와 비교를 한다. (3)이 

작업에서 Movement Detection을 통해 새 

이동노드임이 확인되면, (4) nAR에게 이동 노드의 

MAC정보를 전송한다. (5) nAR은 자신의 Prefix값과 

이동노드의 2계층정보를 이용하여 CoA 를 생성한다. 

(6) DAD 작업까지 마친 후, (7) 이동노드의 

CoA정보를 요청하는 수정된 RS메시지를 수신하게 

되면, (8)이동노드가 사용할 CoA정보를 수정된 RA에 

추가 하여 이동노드에게 전송한다. (9) 이동노드는 

이 주소를 자신의 NIC(Network Interface Card)에 

등록한 후, (10) Handoff를 실시하게 된다. 

 

4. 비교 분석 

3장에서 살펴본 제안들의 비교 분석을 위해 우리는 
아래와 같이 가정을 한다. 
▪ IPv6 Fast Router Advertisement  

-FastRACount < 10라고 가정한다. 

-그 외 동작 메커니즘은 MIPv6와 동일하다.  

▪ Fast Router Discovery with RA caching in AP 

-AP가 가지고 있는 cache데이터의 관리 비용은 

고려 하지 않는다. 

-그 외 동작 메커니즘은 MIPv6와 동일하다. 

▪ Access Router Based MD and CoA Configurarion 

-이동노드의 프로세싱만을 고려한다. 

 

4.1 Movement Detection, DAD 관련 메시지 전송시간 

각 메시지별 전송 시간 <표2>는 <표1>의 값과 아래 
공식을 사용하여 구하였다[9],[10]. 

Transmission time = D/A + B + C 
 

<표 1> System parameters 

Bit rate(A) Processing time(B) 

Wire-link 155Mbps Router 0.5ms 

Wireless link 144Kbps Node 0.5ms 

Propagation time(C) 

Wire link 0.5ms Wireless link 2ms 

Data Size(D) 

R.S 448bit N.S 566bit

R.A 832bit N.A 566bit

 

<표 2> Performance parameters 

Variables Definitions Values 

RSMN-AR Prefix request time 2.55ms 

RAAR-MN Prefix reply time 2.60ms 

NSMN-MN DAD request time 2.57ms 

NAMN-MN DAD reply time 2.57ms 

 

메시지 전송 시간과 제안별 동작과정을 함께 비교하

면 <표 3>과 같다. 

<표 3> Movement Detection, DAD 메시지 전송시간 
MD DAD  

RS RA 대기 NS NA 대기

Total 

MIPv6 2.55 2.60 1000 2.57 2.56 1000 2010.28

Fast RA 2.55 2.60 - 2.57 2.56 1000 1010.28

Cashing 

RA 

2.55 2.60 - 2.57 2.56 1000 1010.28

Router 

Based 

2.55 2.60 - - - - 5.16 

*view point : Mobile Node 
<표 2>를 통하여 각 메시지별 전송 시간은 평균 
2.5ms 로 Handoff 경량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함

을 알 수 있다. Mobile IPv6 의 기본 메커니즘은 네트워

크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 메시지를 일정 시간 간격으

로 전송하게 되어있다[5]. <표 3>에서도 이런 일정 대
기 시간이 메시지 전송에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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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에 제안 [3],[5],[6]에서는 각 메시지의 전송

시간 경량화 보다는 Fast RA ,Cache, AcAR 을 이용하여 
Movement Detection 대기시간을 줄여 결과적으로 
Handoff 경량화를 가져오도록 하였다.  
 
4.2 Mobile IPv6 와 Access Router Based Movement 

Detection and CoA Configuration 비교  

<표 3>의 분석결과 Access Router Based Movement 

Detection and CoA Configuration 에서 제안하는 방식

이 Movement Detection, CoA, DAD 의 모든 과정을 

Router(AcAR)에서 수행하여 상대적으로 이동노드의 

작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줄였다. Mobile IPv6 와 제안

[6]을 동작별로 비교하면 <표 4>와 같다. 

 

<표 4> Mobile IPv6 와 Fast Router Discovery with 

RA Caching in AP 비교 
 Mobile IPv6 AR Based MD& CoA 

M.D 수행 Mobile Node AcAR 

M.D 메커니즘 RS layer 2 hints 

M.D 대기시간 1000ms[2] - 

CoA 수행 Mobile Node AcAR 

CoA 메커니즘 IPv6 메커니즘 IPv6 메커니즘 

CoA 수행시간 Default Time -  

DAD 수행 Mobile Node AcAR 

DAD 메커니즘 IPv6 메커니즘 IPv6 메커니즘 

DAD 대기시간 1000ms[8] - 

 

하지만 제안[6]의 전송시간 계산에는 이동노드의 프

로세싱 시간만을 계산하였다. 라우터의 작업 수행시

간을 이동노드의 프로세싱 타임을 함께 고려하여 

MIPv6 와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도표 1> Handover delay with RA interval 10~20s 

 
<도표 2>Handover delay with RA interval 0.05~1.5s 

 
성능 평가 결과 <도표 1>과 <도표 2>와 같이 고정적 

RA 메시지 전송시간을 10~20 초로 설정 시에는 약 34%

의 경량화를, 0.05~1.5 초로 설정 시에는 약 19%의 경

량화를 각각 가져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7].  

 

5. 결론 및 향후 계획 

본 논문을 통하여 Movement Detection 부분에서의 

Handoff 경량화는 전송 시간과 프로세싱 메커니즘의 

개선보다는 RA 메시지 전송 지연시간을 줄이는 것이 

좀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동노드의 작업

을 라우터가 수행 할 시 경량화가 가능함을 확인 하

였다. 하지만 라우터가 CoA 와 DAD 를 수행 시 발생하

는 부하는 고려 하지 않고 있어서 향후 과제로 

Access Router Based Movement Detection and CoA 

Configuration 를 수행 시 전송 속도에 비하여 라우

터에 걸리는 부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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