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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사물인터넷에 한 심이 증가함에 따라 미래인터넷에 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각기 다른 

사물인터넷을 연결하기 하여 다양한 네트워크 인 라가 필요하며, 사용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

크 자원에서 요구하는 서비스나 콘텐츠 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을 식별하기 한 통일된 

식별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하여 미국에서는 NDN에 한 연구가 진행 이며, 이외에도 

MobilityFirst, XIA와 같은 로젝트성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의 연구들을 보완하고 새로운 미래인터넷에 확장 가능한 통합된 Name-Identifier-Locator 임워크를 

제안한다.

1. 서론

   최근 수많은 사물에 인터넷이 연결되고 그에 따른 다양

한 서비스와 콘텐츠들의 등장으로 인하여 미래인터넷

(Future Internet)을 연구하기 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Future Internet Architecture (FIA) 로그램

의 일환으로 Named Data Networking (NDN) [1], 

MobilityFirst [2], eXpressive Internet Architecture (XIA) 

[3] 등의 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4, 5]. 

   사물인터넷의 등장으로 다양한 네트워크 인 라가 필요

하며, 이를 식별하기 한 다양한 식별자가 필요로 한다. 

기존의 네트워크에서 Name, Identifier와 Locator는 통신을 

한 목 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리되어 이용되어졌다. 특

히 Identifier로 사용되는 IP와 URI 그리고 DNS 체계는 앞

으로 미래인터넷의 다양한 서비스나 수많은 콘텐츠들을 수

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용자나 Tenant의 다양한 서비

스, 콘텐츠 등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식별 체계와 

임워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앞으로 추구하는 미래인터넷에 

합하고 확장 가능한 통합된 Name-Identifier-Lo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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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정

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B0717-16-0033, 서비스/단말/네트워크 다양성 지원을 

한 미래형 다차원 네트워크 시스템 아키텍쳐)

임워크를 제안한다. 2장에서는 재 활발히 연구 되고 

있는 NDN, MobilityFirst, XIA에 해 알아보고, 3장에서

는 제안한 임워크에 해 알아본다. 4장에서는 제안하

는 임워크에서 사용하는 매핑 디 토리 구조에 해 

알아보고 5장에서는 결론을 기술한다.

2. 련연구

   활발한 미래 인터넷 연구의 해외 사례 에서 본 장에

서는 식별자에 한 나름 로의 연구 성과를 지닌 NDN,  

MobilityFirst, XIA 기술에 해 살펴본다.

   NDN은 기존의 호스트 심의 IP 주소를 기반의 데이

터 송이 아닌 콘텐츠의 이름을 기반으로 데이터 송이 

이루어진다. 이를 하여 계층화된 고유 이름에 기반 한 

패킷 송과 임의의 네트워크 노드에 데이터 캐싱을 구

하여 효과 으로 데이터를 송한다. 즉, 사용자가 특정 콘

텐츠를 요청할 때, 네트워크상에서 해당 콘텐츠를 캐싱하

고 있는 네트워크 노드가 콘텐츠 서버를 거치지 않고 직  

캐싱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한편, 고유 이름은 기본 으로 

URL과 비슷한 형태의 계층  구조를 띄며 인간이 읽을 수 

있는 이름을 제한다. 

   NDN은 콘텐츠의 고유한 이름 기반의 데이터 송과 

네트워크 노드의 데이터 캐싱  송 방법을 구 하기 

하여 추가 인 요소들을 정의한다. Fowarding Information 

Base (FIB) 테이블은 데이터의 요청 메시지(Interest)에 포

함되어 있는 Name/Indentifier를 기반으로 응답 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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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할 인터페이스를 결정한다. Pending Interest Table 

(PIT)은 통해 응답 메시지 수신시 해당 메시지의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송하기 하여 요청 메시지의 수신 인터페이

스 정보를 기록/ 리하게 된다. Content Store (CS)는 수신

한 데이터를 임시 장한다. 임의의 네트워크 노드에 정의

된 요소들을 용함으로써 콘텐트 서버에 몰리는 데이터를 

효과 으로 분산시켜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미국의 MobilityFirst는 Clean Slate 근 방식의 연구

이며 핵심 목표는 “Mobility is the norm”, 즉 이동성을 기

본요건으로 하는 미래인터넷 구조의 개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이 구조는 GDTN (Generalized Delay Tolerant 

Networking)을 이용함으로써 링크나 네트워크의 속이 

끊겼을 때에도 원활한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한, 

Public Key 기반 식별자를 이용하여 네트워크의 신뢰성을 

높인다. 이동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조는 통신 환경과 

치를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응성이 

좋은 특성을 지닌다. 

   MobilityFirst는 다양한 통신 객체를 사용할 수 있는 가

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어드 싱과 라우  확장성 문제

를 해결하기 해 Identifier/Locator 분리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식별자의 경우 Flat한 네임 구조를 가지며 자기인증 

식별자(Self-certifying ID)를 이용함으로써 보안성을 제공

하고 있다. Locator 역시 Flat한 형태로 구성된다. ID-LOC 

매핑은 Global Name Resolution Service (GNRS)가 그 역

할을 수행한다. 한편, ID-LOC 매핑 정보에 한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고 빠른 등록/갱신/검색을 해 분산 해시 

테이블 기술을 용한다. 

   XIA는 다양한 통신 개체를 지정하고, 이들 간의 신뢰 

통신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구조에 한 연구가 진행 이

다. 즉, 통신 개체들 간의 인증  달되는 콘텐트의 무결

성을 네트워크 계층에서 본질 으로 제공하기 한 네트워

크 구조를 제안한다. 이를 하여 XIA는 Principal이라는 

용어를 정의한다. Principal은 다양한 통신 개체를 의미한

다. 를들어, 호스트, 서비스, 콘텐츠 등을 들 수 있다. 즉, 

패킷을 송할 때 어떤 서비스를 하여, 어떤 콘텐츠를 

하여 패킷을 송하는지를 시각 으로 표 하기 해 

Principal을 정의 하고 이들 간의 통신을 지원한다.

   XIA에서는 Principal 형태를 구분하는 식별자를 XID로 

정의한다. XID는 자가 보증형 ID를 도입한 것으로서 제 3

자의 개입 없이 자신의 정당성을 상 방에게 증명할 수 있

는 ID이다. XID는 오 젝트의 이름 자체를 해당 오 잭트

의 공개키가 는 공개키의 해시를 사용하여 ID를 구성한

다. 한 XID는 Principal의 형태를 구분하고 Principal에 

합한 통신 메커니즘을 용하기 하여 유일한 값을 가

져야 한다.

3. Name-Identifier-Locator 임워크

   기존의 네트워크에서 Name, Identifier와 Locator는 통

신을 한 목 으로 역할이 분리되어 이용되어졌다. 

(그림 1) Context ID  Name을 활용한 ORCHIdv2 기반 

Identifier 생성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

인터넷에 확장성을 고려한 Name, Identifier, Locator를 통

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임워크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임워크에서 Name은 통신을 목 으로 해

당 개체에 해 호칭되어지는 모든 이름을 의미하며, 임의

의 길이와 형태를 가질 수 있다. 를 들어, Name의 종류

에는 IP Address, 화번호, Content Name, KAKAKO ID 

등이 존재할 수 있다. 한편, 제안하는 임워크에서는 

Context를 Network 내에서 임의의 Tenant가 운 하려는 

응용 는 서비스로 정의한다. 네트워크 운 자는 각각의 

Context마다 유일성이 보장된 Context ID를 부여할 수 있

으며, Tenant는 사 에 응용 는 서비스 별로 네트워크 

운 자에게 요청하여 Context ID를 할당 받을 수 있다. 네

트워크에 존재하는 임의의 통신 개체가 Name을 지닌다면, 

그 통신 개체가 운 되는 Context하의 Context ID와 함께 

Context-Typed Name을 생성할 수 있다. 이로써, Context 

ID는 일종의 Namespace 역할을 하게 되어 서로 다른 

Context에 존재하는 Name들은 유일성이 자연스럽게 보장

되며, 동일한 Context ID 내에서는 각 Name에 한 유일

성은 Context를 운 하는 Tenant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

다.

   제안하는 임워크에서 Identifier는 시스템 내부에서 

사용되는 유일성이 보장되는 식별자이며 Context-Typed 

Name에 의하여 생성된다. Identifier를 생성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ORCHIDv2 [6] 임워크를 활용한다. 

ORCHIDv2는 IPv6 주소와 형태가 동일한 새로운 식별자 

체계다. ORCHIDv2에 의하여 생성된 식별자들은 IP 계층

에서 Non-Routable 주소로 인식되며 ‘식별’의 용도로만 사

용된다. 하지만, Overlay 계층을 추가함으로써 Overlay 계

층에서의 자체 방식으로 Routable 될 수 있다. 

Context-Typed Name을 통하여 Identifier를 생성하는 방식

은 그림 1과 같으며 End-Host에서 직  수행된다.

   Locator는 주어진 Identifier를 지닌 개체에 한 근 

지 (Access Point)을 나타낸다. Access Point Technology 

 패킷 송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요소로 구성되어

지며, 시스템 외부에 노출될 필요가 없다. 기본 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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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Name-Identifier-Locator 매핑

Mac Address, IP Address, Port 등으로 구성된다.

   각 End-Host에서는 서비스나 콘텐츠의 네임을 Context 

ID와 덧붙여 Context-Typed Name를 생성한다. 한 생성

된 Context-Typed Name을 이용하여 IPv6 형태의 

Identifier를 직  생성한다. 그림 2는 

Name-Identifier-Locator의 매핑 계를 도시하고 있다. 

Name Layer는 Name과 Context ID를 덧붙인 

Context-Typed Name을 생성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각 

Tenant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콘텐츠들을 구별 할 수 있다. 

Identifier Layer 에서는 Context-Typed Name으로부터   

ORCHIDv2-Compatible ID가 생성된다. 해당 ID는 Locator 

Layer의 매핑 아키텍쳐를 거쳐 해당 서비스 콘텐츠 등의 

Locator를 알 수 있다.

4. 매핑 디 토리 구조

   End-Host에 있는 Name, Identifier, Locator는 네트워크

에 등록  갱신되어져야 하고, 다른 End-Host에 의하여 

검색되어야 한다. 이를 하여 그림 3처럼 미래 네트워크 

구조에 존재하게 될 Orchestration 모듈에 Identifier 

Registrar와 Locator Registrar Function을 마련해야 한다. 

   를 들어, 임의의 End-Host가 제공하고자 하는 콘텐

츠가 있는 경우 해당 콘텐츠의 Name과 Context ID를 이

용하여 Context-Typed Name와 Identifier를 생성하고 그 

콘텐츠를 근할 수 있는 Locator 정보를 한꺼번에 

Mapping Registrar에 등록한다. 한편, 그 콘텐츠를 소비하

(그림 3) Mapping Architecture 

려고 하는 End-Host에서는 해당 콘텐츠의 Identifer를 동

일한 방식으로 생성하여 Registrars에 보내고, 응답으로서 

해당 Identifier에 매핑된 Locator를 찾아서 직  콘텐츠 서

비스와 통신 연결을 맺을 수 있다.

   한편, 표 1은 제안하는 통합 Name-Identifer-Locator 

임워크와 기존의 NDN, XIA  MobilityFirst 특징들

에 한 정석  비교를 보여 다. 

<표 1> NDN, MobilityFirst, XIA와 제안 임워크 비교

5. 결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통합 Name-Identifier-Locator 

임워크는 다양한 Tenant가 제공하는 서비스, 콘텐츠 

등을 네트워크 운 자가 제공하는 Context ID를 활용하여 

식별 가능하고 유일성을 보장 받는 Identifier를 생성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도입될 미래인터넷에 확장 가능

한 새로운 식별 체계를 제공 할 수 있게 된다.

   향후 본 연구에서는 미래인터넷에서 가장 주목되고 있

는 SDN 기반의 네트워크에 제안하는 임워크를 용하

는 것에 한 연구와 ID 자체 보안과 련된 요소에 한 

연구를 진행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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