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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무선네트워크의 격한 발달로 이동 에도 통신을 할 수 있는 요구사항에 IETF에서는 Mobile 
IPv6(MIPv6)라는 기술을 제안하 다. MIPv6는 IPv6환경에서 모바일 노드(모바일 노드)가 이동을 하면

서도 통신을 할 수 있는 기술인데, 실제 상용망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모바일 노드에 

이동성을 제공하는 모바일 스택의 탑재가 높은 오버헤드를 가지고 있고, 시그 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지난 해 Proxy Mobile IPv6(PMIPv6)가 표 화 되었다. 
PMIPv6는 모바일 노드에 이동성을 제공하는 모바일 스택을 올리지 않고 네트워크 엔티티가 신 모바

일 스택을 가지고 시그 링을 처리하기 때문에 결과 으로 시그 링 비용을 다. 하지만 PMIPv6에
서는 인 한 네트워크 사이에서 패킷을 송할 때 MAG간의 통신이 가능하지 않고, 오직 LMA를 통하

여 응 노드( 응 노드)에게 패킷을 송할 수 있다. 게다가 같은 서 넷에 있는 응 노드에게 패킷

을 송할 때도 LMA를 거치게 되는 불필요한 과정이 발생한다. 게다가 LMA를 통하여 패킷을 송하

는 방식은 지연과 리오더링(Re-Ordering)을 발생시켜본 패킷 재 송을 유발하여 송 품질을 떨어뜨리

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인 한 MAG간의 통신, 는 같은 서 넷 내에서의 통신에서 LMA를 거치지 

않고 통신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블룸 필터를 이용한 통신 기법을 제안한다.

1. 서론

   최근 Wibro, HSDPA, 802.11n등의 무선 네트워크가 

격하게 발달함에 따라 어떤 장소에서 언제든지 무선 통신, 

즉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이동 에

도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요구사항이 증하여, 그 해결책

으로 IETF에서는 Mobile IPv6(MIPv6)를 제안하 다 [1]. 

   하지만 MIPv6는 실제 상용망에서는 잘 활용되지 못한

다. 그 이유는 모바일 노드에 MIPv6의 이동성을 제공하는 

모바일 스택을 올리기 한 높은 오버헤드가 필요하고, 시

그 링 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MIPv6외에도 Fast MIPv6 

(FMIPv6), Hierarchical MIPv6(HMIPv6) 기법들이 호스트 

기반의 이동성 리 로토콜들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

을 가지고 있다 [2][3].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IETF에서는 모바일 노드에 모바일 스택을 올리는 신, 

네트워크에 치한 엔티티들에게 모바일 스택을 올리는 

방법으로 네트워크 기반의 이동성 리 로토콜인 Proxy 

Mobile IPv6(PMIPv6)를 제안하고 표 화하 다 [4].

   PMIPv6에서는 MIPv6에서 모바일 노드가 수행하던 시

그 링을 네트워크 엔티티들이 수행하게 된다. PMIPv6에

서 새롭게 정의한 네트워크 엔티티는 Local Mobility 

Anchor(LMA)와 Mobility Access Gateway(MAG)가 있

다. LMA는 MIPv6에서의 Home Agent(HA)와 같이 모바

일 노드에 한 바인딩을 리하고, 모바일 노드의 트래픽

을 터 을 통해 송한다. MAG는 모바일 노드의 이동을 

탐지하며 모바일 노드 신에 Proxy Binding Update 

(PBU)를 LMA에게 보내고, LMA로부터 Proxy Binding 

Acknowledge(PBA)를 받는 역할을 한다. 

   앞에서 언 한 것과 같이, LMA는 모바일 노드의 

HNP에 한 Anchor Point로써, 모바일 노드로 송수신 되

는 모든 패킷은 LMA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두 개의 

MAG가 인 하여 있다고 하더라도 LMA를 거치게 되므

로 MIPv6와 같이 삼각 라우  문제가 발생한다. 게다가 

이웃하는 서 넷 외에, 같은 서 넷에 응 노드가 있다고 

하더라고 패킷들은 우선 LMA를 경유해서 송이 된다. 

이러한 문제는 패킷을 송할 때 지연과 리오더링을 야기

시키기 때문에 결과 으로 패킷 재 송을 유발하여 송 

품질을 떨어뜨린다. 송 품질이 떨어지면 원활한 서비스

를 제공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노드가 보낸 패킷의 목 지가 

같은 서 넷에 있거나, 인 한 MAG의 네트워크에 존재하

는 경우 LMA를 거치지 않고 MAG들 사이에서 통신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PMIPv6의 

기본 동작과정과 블룸 필터에 해서 소개를 한다. 3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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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본 논문이 제안하는 PMIPv6의 MAG에 블룸 필터를 

용한 기법에 해서 설명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결론을 

맺고 향후 연구과제에 해서 말한다.

2. 련연구

   본 장에서는 PMIPv6의 모바일 노드의 기본 동작 과정

과 블룸 필터에 하여 소개한다. 

2.1 Proxy Mobile IPv6의 기본 동작 과정과 문제

   PMIPv6에서는 MIPv6의 모바일 노드가 수행하던 핸드

오  시그 링을 네트워크 엔티티들이 수행한다.   

   [그림 1]과 같이 모바일 노드가 MAG에 연결이 되면 

모바일 노드의 ID정보를 이용하여 AAA서버를 통해서 인

증을 한다. 인증을 받은 후에 MAG는 LMA에게 PBU 메

시지를 보내게 되고, 이 메시지를 받은 LMA는 Binding 

Cache Entry(BCE)에 모바일 노드의 바인딩 정보를 장

한다. PBU메시지를 받은 LMA는 Home Network 

Prefix(HNP)를 포함한 PBA 메시지를 MAG에게 송한

다. PBA 메시지를 받은 MAG는 LMA와 양방향 터 을 

만들어서 통신을 가능하게 한 후, 모바일 노드에게 HNP가 

포함된 Routing Advertisement(RA)메시지를 송한다. RA

메시지를 받은 모바일 노드는 Proxy Home Address 

(PHoA)를 설정한 후에 응 노드와 통신이 가능하게 된다. 

[그림 1] PMIPv6의 기본동작

  

 [그림 2]에서 살펴보면 LMA는 모바일 노드의 HNP에 

한 Anchor Point로써, 모바일 노드가 송수신하는 패킷

은 모두 LMA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MAG1에 인 해 있

는 MAG2의 응 노드에게 패킷을 송하는 경우에도 

MAG들끼리 통신을 하여 송 하는 것이 아니라, LMA를 

거쳐서 송을 하게 된다. 한 같은 MAG1내에 있는 

응 노드에게도 패킷을 송하는 경우에 LMA를 거쳐서 

패킷을 송하게 된다. 이러한 삼각 라우  문제는 패킷을 

송할 때, LMA를 거쳐서 지나가는 만큼 지연이 발생하

고, 수신된 패킷에 한 리오더링을 발생시켜 송품질을 

떨어뜨린다. 송품질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원활한 서비

스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인 한 MAG, 혹은 MAG 내부

의 응 노드에게 패킷을 송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그림 2] 삼각 라우  문제

2.2 Bloom Filter

   블룸 필터는 1970년 Burton H. Bloom에 의해서 고안

된 확률  데이터 구조로서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

을 가지고 있다. 블룸 필터가 등장한 1970년 에는 시스템

의 메모리 제약이 컸다. 이에 블룸 필터의 공간 효율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각 을 받기 시작했다 [5].

블룸 필터는 해쉬 함수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장하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로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

유는 해쉬 함수의 일방향성 특징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

면, 해당 데이터가 데이터 셋에 속하는지에 한 유무만을 

단할 뿐이고, 기존의 데이터로 변환이 불가능하다는 것

이다. 이런 블룸 필터 구조는 매우 작은 메모리에 상당히 

많은 정보를 장할 수 있고 운 하는 방법에 따라서 검

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일 수가 있기 때문에 효율 인 

검색이 가능하다. 

2.3 Bloom Filter의 동작과정

블룸 필터는 일방향 해쉬 함수와 비트열의 데이터 셋으

로서 구성된다. n개의 원소를 가지는 집한 Z={Z1, Z2, Z3, 

...Zn}이 있다. 집합 Z의 각각의 원소들은 장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나타내고, m 비트열과 k개(h1, h2, ... hk)의 서로 

독립 인 해쉬 함수들로 표 된다. 각 해쉬 함수들의 입력 

값에 한 출력 값의 범 는 {0, 1, ...m-1)까지 되고 모든 

출력 값이 동일한 확률로 나오게 되는 동일한 분포의 난

수 형태를 가진다. 

[그림 3]은 블룸 필터가 기화, 입력, 그리고 검색의 

세 가지 과정으로 동작하는 모습을 보여 다. 기화 과정

에서는 m 비트의 열을 모두 0으로 기화를 한다. 그 다

음에 Z 집합에 있는 원소를 k개의 해쉬 함수에 각각 입력 

값으로 넣는다. 그리고 m 비트열 에서 각각의 해쉬 함

수의 출력 값에 해당하는 치의 비트를 1로 셋한다. 만약 

같은 해쉬 값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로 셋한다. 

이후에 검색 과정은 간단하다. 주어진 하나의 원소 x가 

집합 Z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기 해서 k개의 해쉬 함수에 

x를 입력한다. 각 해쉬 함수의 출력 값에 해당하는 비트

가 모두 1이면 x는 Z함수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하나라

도 1이 아니라면 Z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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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블룸 필터 

3. 제안하는 기법

이번 장에서는 PMIPv6환경에서 LMA의 향을 받는 

각 MAG가 모든 모바일 노드(혹은 응 노드)의 정보를 

블룸 필터를 이용하여 장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한 각 

MAG가 블룸 필터를 이용하여 각 노드들의 정보를 장

하면, 이웃하는 MAG들 사이에서 각각의 블룸 필터 정보

를 교환하여 장하는 기법에 해서 설명한다.

3.1 MAG가 리하는 노드들의 정보 장

[그림 4] PMIPv6환경의 모바일 노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바일 노드의 장 방법으로 블

룸 필터를 이용한다. 기본 으로 MAG에는 [그림 4]와 같

이 MAG에서 리하는 Access Point(AP)를 통하여 수 많

은 모바일 노드  응 노드가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노

드들의 모든 정보를 장하기에는 MAG의 용량이 많이 

소비가 되고 검색하는데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 따라서 

MAG에서 리하는 모든 노드들에 한 정보의 용량을 

이고 검색 속도를 증가시키기 해서 모든 노드의 정보

(IP주소 포함)를 블룸 필터에 장을 한다. 블룸 필터에 

장된 노드들의 정보는 기존의 장 공간보다 훨씬 은 

용량으로 장이 되고, 다시 원래의 데이터로 복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어떤 MAG에 해당하는 노드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가 있다. 

3.2 MAG의 블룸 필터 교환

3.1 에서 MAG는 블룸 필터에 MAG가 리하는 모든 

노드들의 정보를 장 하 다. 

[그림 4]의 MAG2은 자신의 역에 있는 AP2와 AP3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모든 노드들의 정보를 블룸 필터에 

장한다. 장된 블룸 필터 값은 이웃하고 있는 MAG1과 

MAG2에게 송을 하고, 블룸 필터 값을 받은 MAG1과 

MAG2는 자신의 MAG Table에 이 블룸 필터의 값을 

장한다. 장된 MAG Table은 <표 1>와 같다. 

MAG ID Bloom Filter
MAG 1 100010110....1010101
MAG 2 111010111....0101101
MAG 3 000111010....1101110

....
....

<표 1> MAG Table

블룸 필터에 값을 장한 MAG는 장되어 있는 블룸 

필터 값을 이웃하고 있는 MAG에게 주기 으로 송한다. 

MAG 사이에 블룸 필터 값을 교환하는 주기는 성능에 

많은 향을 미친다. 주기가 큰 경우 MAG는 재 망 상

태를 반 하지 못하고, 주기가 짧은 경우에는 Signaling 

Overhead가 커진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의 블룸 

필터 값을 보내는 주기는 라우터 역할을 하는 MAG가 

Router Advertisement 메시지를 보내는 주기와 같다. 

3.3 제안된 기법의 운 에 한 시나리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은 모바일 노드가 MAG에게 

패킷을 송하고, MAG에서 모바일 노드가 보낸 목 지 

정보를 블룸 필터에서 검색한다. 블룸 필터에서 검색된 값

의 여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3가지의 시나리오로 구별

된다. 

3.3.1 시나리오 1

시나리오 1은 모바일 노드에서 응 노드에게 보낸 패

킷 안에서 응 노드의 주소 값이 블룸 필터에서 검색되

는 경우를 나타낸다.

[그림 5]에서 MAG1은 모바일 노드가 보낸 패킷을 

LMA에게 송을 한 후에, 즉시 응 노드의 주소 값으로 

MAG1이 가지고 있는 블룸 필터 값을 검색한다. 패킷을 

블룸 필터 값에서 찾기 에 LMA에게 송하는 이유는 

블룸 필터에서 값을 찾지 못한 경우를 한 것이다. 시나

리오 1은 검색한 값이 블룸 필터에 존재하는 경우로써, 이

것은 바로 인 한 MAG의 네트워크나, 재의 네트워크에 

응 노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블룸 필터의 값이 검

색되면 블룸 필터의 값이 존재하는 엔트리의 MAG의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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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시나리오 3

를 보고 해당하는 주소로 패킷을 보낸다. 만약에 해당하는 

ID의 값이 자신의 네트워크에 속한 MAG1의 값이면 자신

의 네트워크에 있는 응노드에게 패킷을 송한다. 는 

해당하는 ID의 값이 자신의 MAG1이 아닌 다른 MAG2에 

속한다면 인 한 MAG2에게 패킷을 송한다. MAG2는 

받은 패킷의 목 지 주소를 보고 해당하는 네트워크의 

응 노드에게 패킷을 송한다. 응 노드로부터 모바일 노

드에게 보내는 패킷은 MAG2가 MAG1에 한 세션정보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킷을 송할 수 있다. 

[그림 5] 시나리오 1

3.3.2 시나리오 2

시나리오 2는 블룸 필터에서 응 노드의 값을 찾지 못

한 경우이다. [그림 6]을 살펴보면 MAG1에서 응 노드

에 한 블룸 필터 값을 찾지 못하고, MAG1에서 LMA로 

보내어진 패킷이 MAG2로 송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

다. MAG2로 패킷을 송한 후에 LMA는 Routing 

Optimization(RO)을 하기 한 차를 시작한다 [6]. RO

가 끝난 후에는 모바일 노드와 응 노드는 MAG1과 

MAG2가 LMA를 거치지 않고 직 으로 통신을 할 수

가 있게 된다. 

[그림 6] 시나리오 2

3.3.3 시나리오 3

시나리오 3은 특수한 경우로, MAG1의 블룸 필터에서 

응 노드에 한 정보를 검색하고, 응 노드의 치를 

알게 된 후에 응 노드가 속한 MAG에게 패킷을 송하

지만 LMA에서 MAG2에 송한 RO Init 메시지보다 늦

게 도착하는 경우이다. 이때에는 모바일 노드가 응 노드

에게 먼  송한 패킷이 도착하 기 때문에, 뒤에 보내온 

패킷은 폐기를 한다. 한 LMA에서 보낸 RO Init에 의해

서 RO 과정이 시작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PMIPv6 환경에서 인 한 MAG들사이

에서 패킷을 송하는 경우에 LMA를 거치지 않고 패킷

을 송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하 다. 제안한 기법은 

MAG에서 이웃한 MAG들이 리하고 있는 모든 노드들

의 정보를 블룸 필터에 장한 후, 모바일 노드로부터 패

킷을 송할 시에 응 노드에 한 정보를 검색하는 방

법이다. 이 기법을 통하여 최 화된 경로를 통해 삼각 라

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은 블룸 필터를 이용하여, 수 

많은 노드들의 정보를 장할 수 있고, MAG에 해당하는 

노드의 유무여부를 쉽게 단할 수 있다. 향후, 다양한 성

능평가를 통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의 성능과 효과

를 검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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