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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무선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과 휴 용 기기들의 놀라운 성능향상으로 이동 에도 통신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해서 IETF에서는 Mobile IPv6와 Proxy 
Mobile IPv6라는 기술을 표 화하 다. Mobile IPv6는 호스트 기반의 이동성을 제공하는 로토콜이고, 
Proxy Mobile IPv6는 네트워크 기반의 이동성을 제공하는 로토콜이다. 모바일 환경에서의 각 도메인

은 Mobile IPv6와 Proxy Mobile IPv6의 로토콜 기술을 채택하여 이동성을 제공하는데, 각 기술간의 

상호 연동과 핸드오버 에서의 다양한 고려사항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Mobile IPv6와 Proxy 
Mobile IPv6의 각각의 환경에서 Inter-Domain 간의 상호 연동과 핸드오버 방법에 해서 시나리오를 분

석한다. 본 논문은 향후 다양한 특성을 지닌 도메인 환경에서 핸드오버 방법에 해서 고려하고자 할 

때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서론

  최근 무선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더 넓은 역폭을 

제공하고 빠른 속도로 이동 에도 통신을 할 수 있게 되

었다. 한 휴 용 기기들의 놀라운 성능향상으로 이동 

에도 통신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

구사항을 만족하기 해서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IETF)에서는 Mobile IPv6(MIPv6)라는 기술을 표

화 하 다[1]. MIPv6는 이동 단말기기에 호스트 기반으로 

이동성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추후 이동 단말기기에 모바

일 스택을 올리지 않고, 네트워크에 있는 엔티티에 모바일 

스택을 탑재한 네트워크 기반의 이동성을 제공하는 

PMIPv6 기술이 표 화가 되었다[2]. 

  본 논문에서는 MIPv6와 PMIPv6가 서로 공존하는 환경

에서 각각의 도메인 간에 핸드오버를 하는 방법에 해서 

연구를 하고 상호 연동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이에 해

서 분석한다.

  본 논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MIPv6와 

PMIPv6의 바인딩에 해서 소개를 한다. 3장에서는 

MIPv6와 PMIPv6가 서로 공존하는 환경에서 핸드오버 하

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내린다.  

2. 련연구

  호스트 기반의 이동성을 제공하는 MIPv6 기술에서는 

모바일 노드가 자신의 이동에 련된 다양한 모바일 메시

지를 주고 받기 한 스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모바일 

노드가 이동을 할 때마다 외부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Care of Address(CoA)를 자신의 Home Address(HoA)와 

바인딩 하기 해서 스스로 Binding Update(BU) 메시지

를 만들어 Home Agent(HA)에게 송한다. BU 메시지를 

송한 후에 HA로부터 Binding Acknowledgement (BA)

를 받고 Binding Update List(BUL)을 유지한다. 

  한편, 네트워크 기반의 이동성을 제공하는 PMIPv6 기

술에서는 모바일 노드의 이동에 련된 다양한 모바일 메

시지를 PMIPv6 도메인의 Mobile Access Gateway 

(MAG)가 HA역할을 하는 Local Mobility Anchor)와 주고 

받는다. MAG가 Proxy Binding Update (PBU) 메시지를 

LMA에게 송하고 이에 한 응답으로 Proxy Binding 

Acknowledgement (PBA) 메시지를 받음으로써, 이동성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정보를 유지한다. 

  즉, 호스트 기반의 MIPv6는 모바일 노드가 MIPv6 스택

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네트워크 기반의 PMIPv6에서

는 모바일 노드가 특별한 모바일 스택없이 기본 IPv6 스

택만을 가지고 일반 인 호스트 역할을 수행하면 이동성

을 제공받을 수 있다. 

3. MIPv6와 PMIPv6간의 핸드오버 시나리오

  MIPv6와 PMIPv6의 기술들이 각각의 네트워크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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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다르기 때문에 핸드오버를 할 때 다양한 환경과 고

려사항이 생긴다. 그림 1은 MIPv6와 PMIPv6가 공존하는 

환경을 보여 다. 이제 각각의 도메인을 핸드오버 하는 경

우를 살펴보자. 

(그림 1) MIPv6와 PMIPv6가 공존하는 환경

3.1. MIPv6에서 PMIPv6로 핸드오버 경우

  MIPv6에서 PMIPv6로 핸드오버를 하는 경우에 해서 

살펴보자. 모바일 노드가 PMIPv6 도메인으로 들어오게 

되면, AAA로부터 모바일 노드가 원하는 리기법에 해

서 정보를 가져온다. 만약에 모바일 노드가 PMIPv6 환경

을 따르고자 하는 경우에는 MAG가 모바일 노드를 신

하여 PBU와 PBA를 이용하여 Home Network Prefix 

(HNP)를 받게 된다. HNP를 받은 MAG는 Router 

Advertisement (RA) 메시지에 IPv6 Prefix를 포함하여 모

바일 노드에게 송하게 되고, HNP를 받은 모바일 노드

는 Proxy Home Address(pHoA)를 생성한 후에 이동성을 

제공하기 한 제어권을 PMIPv6 환경의 MAG에 맡긴다. 

반면에 모바일 노드가 MIPv6 환경을 따르고자 하는 경우

에는 RA 메시지에 MIPv6 환경을 사용한다는 래그를 

포함하여 송한다. RA 메시지를 받은 모바일 노드는 

CoA를 직  형성하여 BU를 만들어 HA에게 송하게 되

고, HA로부터 BA를 받아서 바인딩을 하게 된다. 

  모바일 노드가 MIPv6를 사용할지, PMIPv6를 사용하게 

될지는 모바일 노드의 권한에 맡길 수도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RS를 통하여 AAA에게 송이 되고, 다음번에 

MIPv6와 PMIPv6간의 핸드오버를 하는 경우 참조하게 된

다[3]. 

3.2. PMIPv6에서 LMA내의 MAG간의 핸드오버 경우

  PMIPv6 도메인내에서 핸드오버를 하는 경우에 해서 

살펴보자. 모바일 노드가 MIPv6의 모바일 스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MAG1과 MAG2는 모바일 노드를 한 제

어를 하지 않고, 단순히 AR로써 라우  기능만을 한다. 

  따라서 모바일 노드가 MAG간의 핸드오버를 할 때마다 

HA를 이용하여 BU와 BA를 주고 받음으로써 핸드오버를 

수행한다. 반면에 모바일 노드가 PMIPv6 환경을 따르고

자 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노드가 이동을 할 때마다 MAG

들은 모바일 메시지를 LMA와 주고받음으로써 모바일 노

드에게 이동성을 제공한다. 이는 기존의 PMIPv6 로토

콜 운 을 그 로 따른다[4]. 

3.3. PMIPv6에서 LMA간 핸드오버 경우

  모바일 노드가 서로 다른 LMA간에 핸드오버를 하는 

경우의 시나리오를 살펴보자. 모바일 노드가 MPv6 스택

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PMIPv6에서도 특별한 제어를 

하지 않고, 모바일 노드 스스로가 모바일 메시지 처리를 

하여 이동성을 제공한다. 반면에 PMIPv6 환경을 따르는 

경우에는 우선 모바일 노드가 기존의 PMIPv6 환경에서의 

LMA1로부터 제어를 받는다. LMA1 환경에서 새로운 

LMA2 환경으로 핸드오버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도메인

의 LMA2는 기존의 LMA1과 터 을 생성한다. 이후에 

LMA2를 통해서 송하는 메시지는 항상 LMA1에게 

송이 되어 Correspondent Node (CN)와 통신을 할 수가 

있다. 만약에 LMA3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에도 LMA1과 

터 을 형성하여 CN과 통신을 하는 방법을 따른다. 

4. 결과 분석

  본 논문은 MIPv6 환경과 PMIPv6 환경에서 핸드오버 

하는 경우를 시나리오로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MIPv6에서 

PMIPv6로 넘어가는 환경에서는 RS 메시지와 RA 메시지

를 이용하여 모바일 노드가 MIPv6 스택을 사용할 것인지 

PMIPv6를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한 

PMIPv6에서는 하나의 LMA내에서 MAG간의 이동은 기

존의 PMIPv6를 사용하지만 LMA간의 이동은 터 링을 

이용해서 핸드오버를 할 수 있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MIPv6에서 PMIPv6간의 일반 인 핸드오버 외에 련된 

개선 기법에 해서 연구하고, PMIPv6에서 MIPv6로 핸

드오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양한 환경에서의 핸드오

버 시나리오 방법에 해서 분석하고 연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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