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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네트워크 기반의 이동성 리 로토콜인 PMIPv6(Proxy Mobile IPv6)에서 방송이나 비디오 

스트리 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 멀티캐스트 방식을 이용하여 데이터 패킷을 송하는 기법이 

제안되었다. 제안되었던 기법은 MN(Mobile Node)이 핸드오버할 때 nMAG(new Mobile Access 

Gateway) 내에 같은 멀티캐스트 멤버인  다른 MN이 존재할 경우를 고려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같은 멀티캐스트 멤버인 MN이 존재할 경우 버퍼링된 패킷들의 복 송을 막는 기법에 

해 제안한다. 이 후 MN이 nMAG로 핸드오버했을 때 같은 멀티캐스트 멤버를 가진다면 버퍼링된 

패킷을 재 핸드오버한 MN에만 포워딩하여 복 송되는 것을 방지한다.

1. 서론

최근 몇 년간 고속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 타블렛 

PC 등 이동 단말의 보 으로 이를 이용하여 컨텐츠를 소

비하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동 단말의 끊김 없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해 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에서는 네트워크 기반의 이동성 리 로토

콜인 PMIPv6 (Proxy Mobile IPv6)을 표 화하 다[1]. 호

스트 기반의 이동성 리 로토콜인 MIPv6 (Mobile 

IPv6)는 MN (Mobile Node)이 핸드오버 시그 링에 개입

하는 반면에 PMIPv6는 네트워크 에이 트인 LMA 

(Local Mobility Anchor)와 MAG (Mobile Access 

Gateway)에서 핸드오버 시그 링을 처리해 다[2].

  PMIPv6에서 방송이나 비디오 스트리  서비스와 같은 

용량 미디어를 제한된 역폭의 무선망에서 원활하게 

서비스하기 해 빠른 핸드오버[3] 방식을 용하여 멀티

캐스트 서비스를 받는 단말이 빠르게 핸드오버하는 기법

이 제안되었다[4],[5]. 본 논문은 Fast PMIPv6 멀티캐스트 

핸드오버에서 MN이 pMAG에서 nMAG로 핸드오버 할 

때 핸드오버한 MN과 같은 멀티캐스트 멤버인  다른 

MN이 nMAG내에 존재할 경우 pMAG와 nMAG 사이에 

터 을 설립하지 않아 시그 링 오버헤드를 이고, 기존

의 nMAG에 속해있던 MN들에게 멀티캐스트 패킷들이 

복 송되는 것을 막기 한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련 연구로 기본

인 멀티캐스트 핸드오버에 해 설명한 후, Fast 

PMIPv6 멀티캐스트 핸드오버 기법에 하여 설명하고 3

장에서는 제안 기법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2. 련 연구

2.1 Base 멀티캐스트 핸드오버

(그림 1) 멀티캐스트 핸드오버의 시그 링 차

IETF MultiMob (Multicast Mobility) working group[6]에 

표 화되어 있는 PMIPv6 multicast listener support에 

한 차는 그림 1과 같다. DeReg. PBU (De-Registration 

Proxy Binding Update)메시지에서부터 RA (Router 

Advertisement)메시지까지는 기존 PMIPv6 유니캐스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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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핸드오버에 해 보여 다. PMIPv6 동작에 한 더 

자세한 설명은 [1]에서 찾을 수 있다.

  의 차 에서 MLD (Multicast Listener Discovery) 

Query, MLD Membership Report 그리고 aggregated 

MLD Membership Report 메시지는 PMIPv6의 multicast 

listener support를 한 것이다. Location 업데이트 이후

에 nMAG는 표  멀티캐스트 라우터 작동의 한 부분으로 

MN에게 MLD Query메시지를 보낸다. 이에 한 응답으

로 MN은 특정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가리키는 MLD 

Membership Report 메시지를 보낸다. MLD proxy 

membership database가 변경되었다면 nMAG는 

aggregated MLD Membership Report 메시지를 LMA에 

송한다. 이후 LMA는 nMAG와 터 을 형성하여 해당 

멀티캐스트 주소를 갖는 패킷을 nMAG를 통해 MN에 

달한다.

  이러한 방법은 멀티캐스트 핸드오버의 성능에 한 구

체 인 최 화가 고려되지 않았고 불필요한 멀티캐스트 

트래픽 송이 발생하는 문제 이 있다.

2.2 Fast PMIPv6 멀티캐스트 핸드오버  기법

(그림 2) Fast PMIPv6 멀티캐스트 핸드오버의 시그 링 차

그림 2는 [5]에서 제안한 Fast PMIPv6 멀티캐스트 핸드

오버 기법의 시그 링 차이다. pMAG는 MN의 ID, MN

의 HNP (Home Network Prefix), MN의 LMA 주소를 포

함하고 있는 HI (Handover Initiate)메시지와 MSO 

(Multicast Support Option)를 nMAG로 보내고 nMAG로

부터 HAck (Handover Acknowledge)메시지를 받는다. 

nMAG는 핸드오버할 MN을 해 자신의 멀티캐스트 

달 상태를 업데이트 시키고 pMAG는 멀티캐스트 트래픽

을 nMAG로 송한다. nMAG에서 pMAG로부터 받은 패

킷을 버퍼링한다.

  MN이 pMAG에서 nMAG 역으로 속하면 nMAG는 

MN이 네트워크에 속하 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즉시 

멀티캐스트하는 패킷을 MN에게 보내게 된다. 논문 [5]에

서 제안한 Fast PMIPv6 멀티캐스트 핸드오버기법은 

pMAG에서 nMAG로 MN이 핸드오버할 경우 nMAG내에 

동일한 멀티캐스트 멤버인 MN이 속해있을 경우를 고려하

지 않고 있다. 

3. 제 안 기법

본 논문의 제안 기법은 Fast PMIPv6 멀티캐스트 핸드오

버에서 pMAG에서 nMAG로 MN이 핸드오버시에 pMAG

와 nMAG가 같은 멀티캐스트 상 그룹에 속해 있을 때

의 패킷 송 기법에 해 제안한다.

  그림 2에서와 같이 pMAG는 MN의 ID, MN의 HNP, 

MN의 LMA 주소를 포함하고 있는 HI메시지와 MSO를 

nMAG로 보낸다. MSO를 확인하여 pMAG와 nMAG가 동

일한 멀티캐스트 상 그룹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HAck메

시지와 함께 pMAG로 보낸다. 이 때 pMAG와 nMAG사

이에서는 터 이 형성되지 않으며 두 MAG 사이에 멀티

캐스트 패킷 송 한 이루어지지 않는다. 동시에 LMA

에서 nMAG로 가는 멀티캐스트 패킷을 nMAG에서 버퍼

링한다. pMAG는 MN의 ID, MN의 HNP를 포함한 

DeReg. PBU 메시지와 MSO를 LMA로 보내고 LMA는 

DeReg. PBU메시지에 한 응답으로 DeReg. PBA메시지

를 pMAG에 보낸다.

  MN이 pMAG에서 nMAG 역으로 속하면 nMAG는 

MN이 네트워크에 속하 다는 것을 알게 되고 버퍼링된 

패킷들을 달한다. nMAG는 이미 같은 멀티캐스트 상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LMA로부터 받은 멀티캐스트 

트래픽을 그 로 MN에게 송하게 되면 이미 nMAG 내

에 있던 같은 멀티캐스트 멤버인 MN에게도 반복되어 

송하게 된다. 따라서 nMAG가 LMA로부터 받은 멀티캐스

트 트래픽을 송할 때 nMAG를 출발 주소로 하며 멀티

캐스트 핸드오버한 MN을 목 지 주소로 갖는 헤더를 이

용하여 패킷을 캡슐화하고 MN에 송한다. 이러한 과정

을 거쳐 nMAG는 멀티캐스트 트래픽을 각 MN에 복되

지 않게 포워딩할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MN이 동일한 멀티캐스트 상 그룹 내의 

nMAG로 핸드오버 시 멀티캐스트 트래픽을 각 MN에 

복되지 않게 포워딩하는 기법을 제안하 다. 유니캐스트 

송방식을 이용하여 nMAG가 핸드오버한 MN에게 멀티

캐스트 트래픽을 송하고 nMAG에 속해있던 기존의 

MN들에는 패킷이 복되지 않도록 하 다. 이는 기존의 

기법이었던, Fast PMIPv6 멀티캐스트 핸드오버 기법에 

비하여 MN이 동일한 멀티캐스트 멤버를 갖는 nMAG로 

핸드오버시에 기존 nMAG의 MN들에 패킷이 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핸드오버하는 MN에 해 pMAG와 

nMAG사이에 터 이 생성되지 않도록 하여 오버헤드를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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