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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IPv6 망에서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사용자의 이동성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트래픽 모니터링을 위한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단말에 설치하지 않
고 라우터에서 패킷들을 모니터링하여 핸드오버 지연시간을 분석한다. 라우터에서 플로우 기반 트래픽 모
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하여 표준 플로우 기반 트래픽 모니터링 방법인 IPFIX를 사용한다. 따라서, 단말과
상관없이 라우터에서의 모니터링만으로 사용자의 이동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제
안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구축된 802.11 기반의 모바일 IPv6 망에서 이동성 실험을 수행하여 핸
드오버를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분석된 결과 다운로드의 핸드오버 지연시간 측정 결과는 약
간의 오차를 포함하였지만, 업로드의 핸드오버 지연시간 측정은 정확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키워드 : IPv6 모바일, 라우터, 플로우, 핸드오버, IPFIX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of monitoring traffic and analyzing information of
handover in mobile IPv6 networks. Our proposed method analyzes handover latency through monitoring packets at routers without installing monitoring applications at mobilenodes. For this purpose, we
employ a flow-based traffic monitoring standard called IPFIX to perform the traffic measurement
function the packets at the routers. Therefore, our method is useful in that we could easily obtain
information regarding handover of mobile nodes by only monitoring traffic at the routers. In order to
verify the proposed method, we carried out experiments in a real 802.11-based mobile IPv6 network
testbed. From our experimental results, it was shown that the calculated handover latency for uploading
traffic is accurate with less accuracy of analyzing the handover latency for downloading traffic.
Key words : IPv6, mobile, router, flow, handover, IPF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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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술이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하여 2계층 뿐만 아

Binding Acknowledgement(BA)를 전송한다. 이후 이

니라 3계층에서 이동성 관련 트래픽 모니터링 기술에

동 단말이 핸드오버 실행 전 홈 주소를 목적지로 하는

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차세대 인터넷의 기반인

데이터 패킷이 액세스 라우터1)에 도착하면 임시주소를

IPv6 프로토콜은 이동성을 기본적으로 지원하며 이에

목적지 주소로 설정하여 터널링을 통해 이동 단말로 전

대한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송한다. 이동 단말은 이 패킷을 수신받아 터널링 헤더를

IETF의 모바일 IPv6 표준은 IPv6 네트워크에서

제거하고 원래의 패킷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이동 단말

IPv6 단말의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안된 프로토

이 대응 단말에 데이터를 전송할 경우에는 역 터널링을

콜이다. 이 프로토콜은 인터넷에서 단말이 서로 다른 서

통해 전송된다.

브넷을 사용하는 망 사이를 옮겨 다니며 통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동성을 지원하는 무선 인터넷 환경에서의 트래픽
모니터링 방법은 단말에서 측정하는 방법과 액세스 라
우터에서 측정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단말에서 측
정하는 방법은 무선 인터넷 망 성능이나 품질을 정확하
게 측정할 수 있지만, 사용자의 단말에 별도의 프로그램
을 설치해야 하는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한편, 라우터에
서의 트래픽 모니터링 방법은 관리자가 별도의 비용 부
담없이 트래픽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대표적인 라우터에서의 트래픽 모니터링 기술로 시스코
라우터에서 제공하는 NetFlow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사용자 트래픽 모니터링 응용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NetFlow를 이용하여 이동성에 관련된 트래픽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연구는 많이 되지 않았다. 이동성

그림 1 모바일 IPv6 동작과정

이 지원되는 환경에서는 사용자의 이동성, 이에 따른 모
바일 트래픽의 추적 및 모바일 트래픽에 대한 과금 등

그림 1은 모바일 IPv6 망에서 단말이 외부 네트워크

을 위해서는 이동하는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는 기술이

로 이동했을 때 데이터 송수신 과정을 보여준다. [1]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동성이 지원되는 인터넷 환경에서

서 제시된 모바일 IPv6 망에서 통신 방법은 두 가지가

라우터에서의 트래픽 모니터링 기술을 확장하여 이동성

존재한다. 첫째로 대응 단말이 모바일 IPv6 기능을 지

관련 트래픽 모니터링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원하지 않을 경우 이동 단말과 대응 단말 사이의 트래

에 들어 모바일 IPv6 망에서의 트래픽 모니터링에 대한

픽은 반드시 홈 에이전트(HA: Home Agent)를 경유해

몇몇 연구가 진행되었다. [5]에서는 VoIP 트래픽을 이

야 한다. 이는 대응 단말이 이동 단말이 외부 네트워크

용하여 핸드오버 지연시간을 이동 단말에서 측정한 결

로 이동했을 때 받은 임시주소(CoA: Care-of-Address)

과를 보여주고 있다. [6]에서는 SIP 시그널링을 할 때

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경로 최적화(Route

핸드오버 지연시간 측정 결과를 보였다. [6]의 핸드오버

Optimization)가 적용되어 대응 단말에 모바일 IPv6 기

지연시간 측정은 SIP를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하

능이 탑재될 경우로 대응 단말에서 이동 단말간의 트래

여 리눅스 커널을 수정했을 때와 수정하지 않았을 때의

픽은 홈 에이전트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통신이 가능하

결과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이와 같은 연구들에서는 핸

다. 하지만 모바일 IPv6 보급 초기에는 대응 단말들이

드오버 지연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 결과로만 제시

모바일 IPv6 기능을 지원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

되었고, 체계적인 측정 방법을 제안하지는 않았다. [7]에

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경로 최적화가 지원하지 않

서는 라우터에서 패킷 샘플링을 이용하여 NetFlow v9

을 경우의 환경을 고려한다.

기반 트래픽 모니터링 방법을 제시하였다. [7]에서는

이동 단말이 홈 네트워크를 벗어나 외부 네트워크에

NetFlow v9의 플로우 데이터만 이용하여 모바일 플로

접속하면 이동 단말은 방문한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임

우를 관측하였지만, 핸드오버 신호나 핸드오버 데이터

시 주소를 액세스 라우터(AR)로부터 얻는다. 이동 단말

관리 등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은 임시 주소를 홈 에이전트의 바인딩 캐시에 등록하기
위하여 Binding Update(BU)를 전송하고, 홈 에이전트
는 BU의 발신지 주소를 단말의 임시주소로 등록한다.
이후 홈 에이전트는 이동 단말에게 등록 완료를 알리는

1) 본 논문에서는 홈 에이전트가 액세스 라우터의 기능으로 존재한다고 가
정한다.

모바일 IPv6 라우터에서 플로우 측정을 이용한 핸드오버 모니터링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IPv6 망의 액세스 라우터에서
트래픽 모니터링 기법을 제시하여, 인터넷 서비스 관리
자가 이동 단말의 트래픽 정보과 이동성 정보 및 망 성
능을 쉽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하는 라우터에서
의 모바일 트래픽 모니터링 방법은 플로우 기반 트래픽
모니터링 표준인 IETF IPFIX[8]를 사용한다. IPFIX는
시스코에서 제안된 NetFlow v9을 기반으로 가변적이고
확장이 쉬운 템플릿 구조를 제공한다. 고정적인 템플릿
을 제공하여 확장이 쉽지 않은 NetFlow v5와는 다르게
IPv6와

MPLS

같은

다양한

프로토콜을

지원한다.

IPFIX에서 사용되는 템플릿은 레코드 포맷 구조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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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로우 기반 모바일 IPv6 트래픽 측정 구조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트래픽 모니터링 방법은 모바
일 IPv6 망에서 단말이 아닌 액세스 라우터에서 트래픽
을 모니터링한다. 본 트래픽 모니터링 시스템은 IPFIX
플로우 생성기와 IPFIX 플로우 수집기로 구성된다.
IPFIX 플로우 생성기는 그림 2와 같이 모바일 IPv6 망
에 존재하는 액세스 라우터들(HA, AR)에 설치되고,
IPFIX 플로우 수집기는 IPFIX 플로우 생성기에서 전송
되는 IPFIX 플로우를 받아 분석하여 트래픽 모니터링
통계 정보를 저장한다.

하지 않고 모니터링을 원하는 필드를 추가하여 트래픽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또한, 가변적으로 필드의 추가
및 삭제가 가능하여 관리자가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IPFIX를 이용하여 트래픽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연구
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네트워크 환경에서 IPFIX
를 이용하여 트래픽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툴들이 출시되고 있다. [9]에서는 IPFIX를 이용하여
TCP, UDP와 ICMP 트래픽의 모니터링을 위한 IPFIX
템플릿 구조와 모니터링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IPFIX
장점인 가변적인 템플릿을 사용하여 다양한 프로토콜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점을 통해 [10]에서는 IPFIX를
이용하여 IP 멀티캐스트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그림 2 모바일 IPv6 트래픽 측정 개요

제시하였다. 또한 [11]과 [12]는 IPFIX를 이용하여 트래
픽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여주는 툴이다. 이들 툴에서는

∙IPFIX 플로우 생성기: IPFIX 플로우 생성기는 모바

기본적인 트래픽 통계정보뿐만 아니라 이상 트래픽 탐

일 IPv6 망의 액세스 라우터에 설치되며, 기본적인

지 등의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 논문과

IPv6 트래픽과 모바일 IPv6 망에서 발생하는 트래픽

툴은 모바일 환경에서 발생하는 모바일 트래픽 모니터

을 분석하여 IPFIX 플로우 형태로 만들어 IPFIX 플

링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 이동 단말의 핸드오버 등의

로우 수집기에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IPFIX 플로우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

를 수집기로 전송할 때 UDP 외에 TCP나 SCTP 같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IPv6망의 액세스 라우터에서

은 신뢰성 있는 전송 프로토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

모바일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IPFIX 템플릿과 이

플로우 생성기에서는 기본적인 IPv6 트래픽 외에 모

를 이용한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모바일 IPv6 플로우

바일 IPv6 망에서 발생되는 트래픽(BU, BA, 터널링

관련 IPFIX 템플릿은 모바일 IPv6 핸드오버 신호와 데
이터 트래픽의 헤더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핸드오버 지

트래픽)의 모니터링도 가능하다.
∙IPFIX

플로우

수집기:

IPFIX

플로우

수집기는

연시간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실험결과[14,15]에

IPFIX 플로우 생성기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IPFIX

더하여 실외에 구축된 캠퍼스망에서의 테스트베드에 대

플로우를 수신하여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모바

한 실험 결과와 이의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일 IPv6 지원을 위하여 새롭게 정의된 다수의 추가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제안한 라우

템플릿을 인식할 수 있으며, 동시에 여러 IPFIX 플

터에서의 플로우 기반 트래픽 모니터링 기법을 설명하

로우 생성기로부터 IPFIX 플로우를 수신할 수 있다.

여, 3징에서는 핸드오버 지연시간 측정 방법을 제시한

또한, 수신한 IPFIX 플로우를 다른 지점으로 재전송

다. 4장과 5장, 6장은 본 논문에서 제시한 트래픽 모니

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IPFIX 수집기는

터링 기법과 트래픽 분석 방법의 실험을 위한 실험 환

IPFIX 플로우를 분석하여 트래픽 모니터링 통계 정

경과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7장은 결론과 향후과제를

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추후 분석이 용이하

다룬다.

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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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라우터에서의 플로우 측정을 이용한 핸드
오버 지연시간 모니터링 기법

이에서의 핸드오버 지연시간보다 증가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핸드오버 지연시간 측정 방법은
이동 단말이 이동 후 홈 에이전트와 송수신하는 BU/

본 장에서는 라우터에서 트래픽을 플로우 단위로 모

BA의 전송시간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동 단말이 홈 에

니터링할 때 핸드오버 지연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이전트로부터 멀리 떨어진 n-1번째 라우터에서 n번째

을 제시한다. 모바일 IPv6 망에서 플로우 기반 핸드오

라우터로 이동할 경우 핸드오버 지연시간은 BU/BA의

버 지연시간 측정은 [15]에서 제시한 템플릿을 이용한

전송시간이 반영되어 핸드오버 지연시간이 증가하게 된

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핸드오버 지연시간 측정을
위해 이동 단말을 기준으로 업로드와 다운로드에 대해
다른 방법을 적용한다. 그림 3과 그림 4는 라우터에서
업로드/다운로드 트래픽에 대한 핸드오버 지연시간 측정
방법을 보여준다.
3.1 업로드 트래픽

다. 하지만, 이동 단말에서도 핸드오버 지연시간( )은
홈 에이전트와 BU/BA를 주고 받는 시간이 포함되므로,
라우터에서 측정한 핸드오버 지연시간(

)과 유사함을

그림 3을 통해 알 수 있다.
3.2 다운로드 트래픽

라우터에서 측정되는 업로드 트래픽을 이용하여 핸드

다운로드 트래픽의 핸드오버 지연시간 측정을 위해서

오버 지연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림 3과 같이 홈

는 그림 3에서 제시된 업로드 트래픽에서의 핸드오버

에이전트에서 대응 단말과 연결된 인터페이스에서 모니

지연시간 측정 방법과는 다르게 그림 4와 같은 방법을

터링된 트래픽 정보를 이용한다. 핸드오버 지연시간의

이용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단말이 이동했을 때 다운로

계산을 위하여 지정한 이 모니터링 지점은 대응 단말에

드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는 것만으로는 단말의 이동 이

서 측정한 핸드오버 지연시간과 비교해서 오차가 크지

벤트의 모니터링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운로드

않기 때문이다. 홈 에이전트에서 측정한 핸드오버 지연

트래픽의 핸드오버 지연시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모바

시간 값( )은 이동하기 전의 마지막 패킷이 도착한 시

일 IPv6 망의 모든 액세스 라우터에서 모니터링한 결과

간과 새로운 라우터로 이동한 후 도착한 패킷의 시간 차
이로 계산한다. 그림 3에서 보듯이 업로드 트래픽을 이
용하여 핸드오버 지연시간을 측정하게 되면 홈 에이전트
에서 측정한 핸드오버 지연시간 값( )과 대응 단말에서
측정한 핸드오버 지연시간( )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
그림 3에서는 이동 단말이 홈 에이전트로부터 멀리
떨어진 라우터들 사이에서 핸드오버 지연시간의 측정

를 동시에 이용하여 동일한 플로우를 찾아서 비교하여
야 한다. 그림 4에서처럼 단말이 이동하기 전의 라우터
와 이동한 후 연결된 라우터에서 모니터링한 결과를 동
시에 이용하여 핸드오버 지연시간을 측정하게 된다. 다
운로드 트래픽의 경우 이동 단말이 이동한 후 네트워크
가 단절된 사실을 이동 단말이 BU를 홈 에이전트에게
전송할 때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 오차가
발생한다.

방법도 보여준다. 그림 3에서 제시된 핸드오버 지연시간

그림 4에서도 이동 단말이 홈 에이전트로부터 멀리

측정 방법에는 이동 단말이 이동 후 홈 에이전트와 송

떨어진 라우터들 사이의 핸드오버에 대한 지연시간 측

수신 하는 BU/BA의 전송시간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동

정 방법을 보여준다. 이동 단말이 n-1번째 라우터와 n

단말이 홈 에이전트로부터 멀리 떨어진 라우터들 사이

번째 라우터에서 핸드오버를 수행할 때의 지연시간은

에서 핸드오버가 발생할 경우 가까이 있는 라우터들 사

이동 단말과 홈 에이전트 사이에 송수신되는 BU/BA의

그림 3 라우터에서 업로드 트래픽에 대한 핸드오버 지

그림 4 라우터에서 다운로드 트래픽에 대한 핸드오버

연시간 측정 방법

지연시간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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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시간이 포함되고, 트래픽이 홈 에이전트를 반드시
경유하므로 트래픽이 홈 에이전트를 경유하여 전송되는
시간도 포함된다. 따라서 홈 에이전트에서 멀리 떨어진
라우터들 사이에서 이동 단말의 핸드오버 지연시간은
홈 에이전트와 가까이 있는 라우터들 사이에서의 핸드
오버 지연시간 보다는 증가하게 된다.

5. 실험환경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모바일 IPv6 망에서 플로우 기반
트래픽 모니터링 방법은 2개의 테스트베드에서 실험하
였다. 카이스트 캠퍼스 전역에 설치된 모바일 IPv6 시
범망과 충남대 데이터네트워크 연구실에 설치된 모바일
IPv6 테스트베드에서 실제 이동을 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5.1 카이스트 모바일 IPv6 시범망

그림 6 충남대 모바일 IPv6 테스트베드

그림 5는 카이스트 캠퍼스 내 모바일 IPv6 시범망 구
축 환경이다. 카이스트 내 시범망에는 총 9개의 서로 다

이들 또한 카이스트 모바일 IPv6 시범망과 같이 외부의

른 서브넷을 사용하는 액세스 라우터와 이 라우터들을

IPv6 망과 통신이 가능하도록 설정한다. 따라서, 이동

연결하는 중간 계층의 라우터 3개로 구성되어 있다. 또

단말은 충남대, 대응 단말은 외부 IPv6 네트워크에 설

한 이들 네트워크에서는 외부의 IPv6 망과 통신이 가능

치하여 데이터 트래픽을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 단말을 카이

5.3 카이스트 모바일 IPv6 시범망에서의 이동경로

스트 캠퍼스 내부에 두고, 대응 단말을 외부 IPv6 망에

카이스트 시범망에서 모바일 IPv6 트래픽 모니터링을

설치한 후 데이터 트래픽을 생성하여 이동하면서 실험

수행하기 위해 그림 7의 경로로 단말을 휴대하여 도보

하였다.

로 이동하였다. 건물 사이의 구간 경로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카이스트의 이동 트래픽 모니터링 결과는 이동
단말이 건물과 건물 사이를 이동할 때 네트워크가 단절
된 시간을 포함한다.

그림 5 카이스트 모바일 IPv6 시범망과 캠퍼스 지도
5.2 충남대 모바일 IPv6 테스트베드
충남대 모바일 IPv6 망은 충남대 캠퍼스 전역에 설치

그림 7 카이스트내 이동 단말 이동 경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림 6과 같이 데이터네트워크 연구실
에 액세스 라우터 5대를 설치하여 구성하였다. 충남대에

5.4 충남대 모바일 IPv6 테스트베드에서의 이동방법

설치된 모바일 IPv6 망은 데이터 네트워크 연구실에 설

그림 8에서는 충남대 모바일 IPv6 테스트베드에서 이

치된 Dual-stack 라우터에서 IPv4-in-IPv6 터널링을

동 단말이 이동한 경로를 보여준다. 충남대 테스트베드

통해 외부의 IPv6 망과 통신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였다.

는 연구실 내부에 구축되어 단말을 도보와 같은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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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에 라우터와 이동 단말에서 측정한 핸드오
버 지연시간에 차이가 크지 않다. 반면 다운로드 트래픽
에 대한 핸드오버 지연시간 측정은 업로드 트래픽에 적
용된 방법과 달리 그림 4에서 제시된 방법을 사용한다.
이 때 액세스 라우터는 이동 단말이 다른 서브 네트워
크로 이동한 것을 이동 단말이 홈 에이전트에게 BU를
전송하기 전까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라우터에서 다운로
드 트래픽에 대한 핸드오버 지연시간 측정은 이동 단말
의 네트워크가 단절되고 홈 에이전트가 BU를 수신할
때까지의 시간만큼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9의 결
그림 8 충남대 테스트베드에서 이동 단말의 이동 경로

과처럼 업로드와 다운로드 트래픽의 라우터와 단말에서
측정한 핸드오버 지연시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업

수단을 이용하여 실험이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충남대
모바일 IPv6 테스트베드에서 단말의 이동은 무선 랜카
드의 essid 값을 변경하여 각 액세스 라우터로 이동시

로드 트래픽의 경우 0.1～0.5초로 오차가 발생하지만, 다
운로드 트래픽의 경우 4.0～6.0초의 오차가 발생하여 업
로드 트래픽보다 더 큰 차이를 보였다.

킨다.

6. 실험결과
6.1 카이스트 모바일 IPv6 시범망에서 핸드오버 지연
시간 측정 결과

(a) 핸드오버에 따른 비트 전송률 변화

그림 9는 프로토콜별 핸드오버 지연시간을 측정한 결
과이다. 이 그림에서는 제안한 방법의 정확성을 테스트
하기 위하여 단말에서 측정한 핸드오버 지연시간과 비
교한다. 그림 9에서 보면 핸드오버 지연시간이 10초 이
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동 단말이 무선

(b) 이동 단말에서 측정한 핸드오버 지연시간

랜 신호의 단절없이 건물 내부의 액세스 포인트들간에
이동된 것이 아니라 건물과 건물 사이를 이동하면서 무
선랜 신호가 단절되는 구간을 포함한 핸드오버가 발생
되었기 때문이다.
액세스 라우터에서 업로드 트래픽에 대한 핸드오버
지연시간 측정은 그림 3에서 제시된 방법을 이용한다.
이 때 액세스 라우터는 이동 단말이 다른 서브 네트워
크 영역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한 네트워크의 단절을 알

(c) 라우터에서 측정한 핸드오버 지연시간

그림 10 카이스트 모바일 IPv6 망에서 핸드오버 지연시간
및 핸드오버에 따른 비트 전송률 변화
그림 10은 측정 시간 동안의 비트 전송률 변화와 핸
드오버가 발생한 시점과 그 지연시간을 보여준다. 비트
전송률 변화 그래프에서 전송률이 저하되는 구간은 핸
드오버 발생 시점과 그 지연시간과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단말의 핸드오버가 진행되는 동안 데이터 트래픽
전송이 단절되기 때문이다. 비트 전송률 측정 결과 중
일부 시간에 큰 값의 비트 전송률이 측정되었다. 이는
핸드오버가 발생하는 동안 데이터 트래픽이 버퍼에 쌓
여 있다가 통신이 재개되면서 데이터 트래픽이 한꺼번
에 전송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림 10의 핸드오버 지연시

그림 9 카이스트 모바일 IPv6 망에서의 프로토콜별 핸
드오버 지연시간 측정 결과

간 측정 결과를 통해 단말에서 측정하는 방법과 라우터
에서 측정하는 방법에 차이가 크게 없음을 알 수 있다.

모바일 IPv6 라우터에서 플로우 측정을 이용한 핸드오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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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트래픽 모니터링 방법을 통
해 모바일 IPv6 네트워크에서 효과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3 충남대 모바일 IPv6 테스트베드에서 핸드오버 지
연시간 측정 결과

(a) 핸드오버에 따른 비트 전송률 변화

그림 11은 충남대 모바일 IPv6 테스트베드에서 트래
픽 별로 핸드오버 지연시간을 측정한 결과이다. 이와 같
은 결과는 이동 단말의 이동 구간이 무선랜의 음영지역
이 없고 신호의 세기가 모두 큰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
림 11의 결과에서 업로드 트래픽과 다운로드 트래픽일

(b) 이동 단말에서 측정한 핸드오버 지연시간

때 핸드오버 지연시간 측정 결과가 측정 위치에 따라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업로드 트래픽의 경우 이동
단말이 이동했을 때 네트워크가 단절된 것을 액세스 라
우터가 알 수 있지만, 다운로드 트래픽의 경우 홈 에이
전트가 이동 단말로부터 이동 단말의 임시주소를 등록

(c) 라우터에서 측정한 핸드오버 지연시간

하기 위해 전송되는 BU를 수신하기 전까지 네트워크

그림 12 충남대 모바일 IPv6 테스트베드 환경에서 핸드

단절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운로드 트

오버 지연시간 및 핸드오버에 따른 비트 전송

래픽에 대하여 라우터에서 핸드오버 지연시간 측정 결

률의 변화

과는 BU를 수신할 때까지의 시간이 제외되어 있다. 충
남대 테스트베드에서 실험한 결과 업로드 트래픽의 핸

측정한 핸드오버 발생시점과 거의 일치한다. 또한 이동

드오버 지연시간의 차이는 0.05～0.41초, 다운로드 트래

단말에서 측정한 핸드오버 지연시간 결과와 라우터에서

픽의 핸드오버 지연시간의 차이는 0.45～0.9초로 관찰되

측정한 핸드오버 지연시간을 통해 라우터에서 측정한

었다. 다운로드 트래픽의 핸드오버 지연시간 측정결과가

결과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더 큰 오차를 보였다. 실험 결과에서 TCP 업로드일 때
UDP 업로드 일 때보다 핸드오버값이 약 0.5～1초 더

6. 결론 및 향후 과제

크게 측정되었다. UDP는 비연결형 전송 계층을 이용하

최근 인터넷 사용자들의 이동성 지원 요구가 늘어남

지만, TCP의 경우 패킷 재전송 타이머와 이에 따른 지

에 따라 상용 이동성 지원 서비스가 부분적으로 제공되

수함수적 재전송 과정이 포함되어 높게 측정되었다.

고 있다. 이들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망 성능이나

그림 12는 라우터와 이동 단말에서 측정한 핸드오버

품질의 모니터링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유선 네트워

발생 시점과 지연시간의 결과와 시간대별 비트 전송률

크에서의 트래픽 모니터링에 대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

의 변화 측정 결과를 보여준다. 충남대 테스트베드에서

었지만, 모바일 환경에서 트래픽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

측정한 핸드오버 지연시간이 작기 때문에 비트 전송률

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이동성을 지원하는

이 저하된 구간이 일부 시점에서만 보인다. 핸드오버 발

모바일 IPv6 망에서 표준 플로우 기반 트래픽 모니터링

생시 비트 전송률이 저하된 시점이 라우터와 단말에서

방법을 통하여 모바일 IPv6 망에서 사용되는 트래픽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은 표준 플로우 기반 트래픽
모니터링 방법인 IPFIX를 이용하여 모바일 IPv6 환경
에서 단말이 아닌 액세스 라우터에서 트래픽을 측정하
였다. 따라서 일반 유선 IPv6 망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트래픽 외에 모바일 IPv6의 핸드오버 시그널링 트래픽
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실
제 무선 망 환경에서 핸드오버 지연시간 측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제시하는 라우터에서의 모바
일 트래픽 측정 방법이 단말에서의 트래픽 측정결과와

그림 11 충남대 모바일 IPv6 테스트베드에서 프로토콜
별 핸드오버 지연시간 측정 결과

유사한 정밀도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핸드오버 지연시간 측정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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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단말에 모바일 IPv6 기능이 탑재되지 않아 경로
최적화가 지원되지 않은 모바일 IPv6 망에서 고려된 방
법이다. 따라서 이동 단말이 홈 네트워크에서 외부 네트
워크로 이동하면, 모든 트래픽이 홈 에이전트를 경유하
므로 홈 에이전트를 기준으로 하는 핸드오버 지연시간
측정방법의 제시가 가능하였다. 향후 대응 단말에 모바
일 IPv6 기능이 탑재되어 이동 단말과 대응 단말 사이
에 경로 최적화가 이용될 경우에도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을 확장하면 쉽게 핸드오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경로가 최적화된 환경에서의 핸드오버 지연시간은 이동
단말이 외부 네트워크로 이동하면 이동 단말과 대응 단
말간에 트래픽이 홈 에이전트를 경유하지 않고 통신이
되기 때문에 다수의 인접 액세스 라우터에서 모니터링
된 플로우 정보를 활용하면 쉽게 핸드오버를 측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정한 표준 모바일 IPv6 프로토콜이
아닌 HMIPv6, FMIPv6, PMIPv6등의 프로토콜에 대한
논의가 최근에 활발해지고 있으므로 이런 프로토콜을
위한 확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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