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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인터넷은 무선 구간의 일반화와 디바이스들의 소형화 지능화로이동성 지원이 매우 중요한문제로 부각되고있으며 인,

프라스트럭처의 구축 없이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Peer-to-Peer .

는 지리정보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이동성을 지원하는 프로토콜을 제시한다FLOWER .

는 을 활용하여효율적인오버레이네트워크를구성하여기존의오버레이네트워크에비하여FLOWER Autonomous System

향상된성능을보여준다 와 를분리하고이들간의맵핑정보를 를통해서저장검색하는기능을제공한. Identifier Locator DHT

다 오버레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유선 노드를 를 로 사용하여 노드의 이동성을 지원한다. Base Node Indirection point .

서 론1.

현재 인터넷은 의 비트 주소IPv4(Internet Protocol version 4) 32

체계를사용하고있다 하지만세계적으로인터넷이빠르게보급되고홈.

네트워크 등의 발전으로 다양한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주소의IP

고갈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이러한 주소 공간의 부족 문제를 근.

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비트 주소 체계 기반의128 IPv6(Internet

의 도입이 절실하게 되었다 머지않아 가 전Protocol version 6) . IPv6

세계적으로 사용될 것에 대비하여 기반의 응용 서비스에 대하여IPv6

활발한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 [1].

현재의 인터넷의 핵심 요소인 주소는 글로벌한 인터넷 공간상에IP

서 사용되며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디바이스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유일한 식별자 와 네트워크상에 디바이스의(Endpoint identifier)

위치를나타내는식별자 의두가지의미를중첩되(Location identifier)

게 내포하고있다 현재인터넷은 무선구간의 일반화와더불어디바이.

스들의 소형화 지능화로 이동성 지원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동하는 단말의 위치와 상관없이 단말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하.

며 이동 중에도 통신세션은 유지되어야한다 그러나 현재의 주소는. IP

단말을 인식하는 와단말의위치를나타내는 의의미Identifier Locator

가 중첩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이 매우 어렵다.

이동성 및멀티호밍을지원하기위하여단말의 와 를Identifier Locator

분리하는 기술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에서이동성을지원하는오버레이네트워크IPv6

프로토콜인 을제시하고자한다 이후 장에서는기존에연구FLOWER . 2

되었던오버레이네트워크 이동성지원프로토콜과 와 분리, ID Locator

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장에서는 개발된 프로토콜의 개요 및 작동원리3

에 대해서 알아본다 장에서는 개발된 프로토콜의 성능 분석 및 기대. 4

효과를 추측해 보고 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제시한다5 .

기존에 연구된 알고리즘2.

오버레이 네트워크는 기술을 이용하Peer-to-Peer Peer-to-Peer

여 인터넷과같은기존의네트워크를기반으로구축한가상의네트워크

이다 기술은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프로토콜로 사용자. Peer-to-Peer

간의 통신이나자원분배및교환등을지원한다 이중에서대표적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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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레이 알고리즘인 에 대해서 알아보겠다Peer-to-Peer CHORD .

는 데이터를효율적으로저장및검색하기위하여만들CHORD [2]

어진 분산 검색 프로토콜이다 는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구성하. CHORD

고 유지하는 방법과 오버레이 네트워크상에 데이터 아이템을 저장하고

검색하는방법을정의한다 는 을이. CHORD consistent hash function

용하여 데이터아이템을 오버레이 네트워크상의 이름공간으로 매칭 시

킨다 는 노드의 과 동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오. CHORD join leave

버레이 네트워크의 구성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태에서도 안정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를 사용하여 개의 노드에 대해서. Finger N

번의 전달로 전송이 가능하다Log(N) .

주소의문제점을해결하고이동성을지원하기위하여 와IP Identifier

를 분리하는다양한기술이연구개발되고있다 이들은기존의Locator .

계층 구조에새로운계층을추가하여새로운이름공간을제공하고이것

이 기존의 인터넷 주소와 매핑이 되도록 만들어졌다 이 중에서. LINA,

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다HIP, L3Shim .

는 계층을 계층과 계층으로 나누어LINA [3] IP Identifier Delivery

상위의 와 하위의 의 매핑을 담당하게 하였다Identifier Locator .

는 기존의 주소를 사용하며 는Locator IPv6 Identifier Embedded

를 사용하여 와 주소의 가 포address 64bit LIN6 ID IPv6 64bit prefix

함되는 를 사용한다 는 이동성 및 멀티호LIN6 address [4]. HIP [5]

밍 그리고 보안성까지 지원하는 프로토콜로 계층과, Transport

계층 사이에 와 를매핑시키는 계층Network Identifier Locator Identity

을 추가하였다 는 공개키와 해쉬를 사용하여 만든다. Identifier .

은 기본적인 개념은 와 동일하지만 멀티호밍만L3Shim [6] HIP IPv6

을 지원하기위한방법으로기존의 프로토콜의단점을VIP, LINA, HIP

보완하며 기존의 주소를 사용하여 기존 단말들과의 호환성을 보장한IP

다.

이동성 지원 오버레이 네트워크 알고리즘3.

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FLOWER .

는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부분으로 Autonomous System

를 이용하여 지리정보가 반영된 오버레이 네트Number(ASN) CHORD

워크를 구성하여 유지한다 각 노드의 는. Identifier Distributed Hash

이하 을 이용하여 오버레이 네트워크상에 분산 저장한다Table( DHT) .

또한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와 의 매핑 기능을 제공Identifier Locator

한다 두 번째는 노드 간의 연결을 생성 유지하는 기능이다 모든 노드. .

는 기능을 제공하는 이하 을 가지고 있으Indirection Base Node( BN)

며 모든 노드간의통신은 을통해서이루어진다 은연결대상의BN . BN

의 맵핑정보를 검색하여 와Identifier Source Node Destination Node

사이의 연결을 구성하고 로 동작하여 이동성을 지원Indirection point

한다.

네트워크 지리정보 기반의 할당3.1. Key

의 모든 노드는 유일한 를 가진다 는FLOWER Identifier . Identifier

해쉬함수를 통하여 와 의 두 가지 키값을 생성Location Key Item Key

한다 는 노드의 위치정보를 포함한 값을 앞부분으. Location Key ASN

로 를 해쉬함수에 입력하여 얻은 값을 뒷부분으로 합쳐서 만Identifier

들어지며그결과실제네트워크상의노드의위치를고려하여오버레이

네트워크상에서 노드의 위치를 결정한다 는. Item Key Location Key

와 동일한 길이를 가지고 를 해쉬함수에 입력하여 얻은 값만Identifier

으로 생성되므로노드의현재 주소와는상관없이고정된값을가지며IP

서로 다른노드의 는중복된값을가지지않으며전체오버레Item Key

이 네트워크 공간에 고르게 분포하게 된다 는 와. Item Key Identifier

의 매핑 정보를 오버레이 네트워크상에 분산하여 저장하고 이Locator

를 검색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그림 은 와 의. 1 Location key Item key

구조를 보여준다.

그림 와 의 구조1. Location key Item key

그림 오버레이 네트워크 구성과 의 분포2. Key

오버레이 노드3.2.

오버레이 노드는 를 이용한다 각각의 노드에 있는 에는DHT . DHT

와 주소의 의맵핑정보가적절히들어있다 자신이Item Key IP Locator .

갖고 있는 맵핑정보에 대한 검색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맵핑정보의

를반환하게된다 노드는유선또는무선노드가될수있으며Locator .

유선 노드는 으로동작을한다 은노드간의통신의BN . BN Indirection

의 역할을 하며 오버레이 네트워크상의 모든 노드는 최소한 개point 1

이상의 의 목록을 유지한다BN .

표 노드가 유지하는 정보1. FLOWER

Notation Definition

finger[k].start (n+2k-1) mod 2m, 1 k m

finger[k.].interval [finger[k].start, finger[k+1].start]

finger[k.].node 보다 큰 를 가지는 첫 노드finger[k].start identifier

successor 오버레이 네트워크상의 다음 노드; finger[1].node

predecessor 오버레이 네트워크상의 이전 노드

base node 의 목록base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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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와 의 구성3. Base node Finger

오버레이 네트워크의 구성3.3.

모든 노드는자신의 를사용하여오버레이네트워크에Location Key

참여한다 는 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동일 에. Location Key ASN . AS

속하는 노드들은 동일한 을 자신의 의 앞부분으로ASN Location Key

사용하므로오버레이네트워크상에서인접하게위치하게된다 새로참.

여하는노드는이미오버레이네트워크에참여하고있는임의의노드를

로 사용할 수 있다 새로 참여하는 노드는Bootstrap node . Bootstrap

로 자신의 를 보내어 자신의 와node Location Key Successor

의 맵핑정보를 얻어 와 의 사이Predecessor Successor Predecessor

로 오버레이네트워크에참여하고좌우방향으로 을검색하여가까운BN

의 목록을 구성한다 노드가 다른 로 이동하는 경우 해당 의BN . AS AS

으로 를 생성하여오버레이네트워크에다시참여를ASN Location Key

한다 이 때 동일한 에 위치하는 이 존재한다며 이들 노드로. AS BN BN

의 목록을 갱신한다 효율적인 라우팅과 검색을 위해서 오버레이 네트.

워크에 개의 노드가 참여하는 경우에 각 노드들은 개의N Log(N)

를 유지한다 는 일종의 지름길 기능을 함으로써 오버레Finger . Finger

이 네트워크의크기가 일때 번이내의전달로검색을가능하N Log(N)

게 한다 그림 은완성된오버레이네트워크의 에따른. 3 AS Base node

와 의 예를 보여준다 그림 는 새로운 노드가 오버레이 네트워Finger . 4

크에 참여하는 경우의 메시지 흐름을 보여준다.

그림 새로운 노드의 하는 경우의 메시지 흐름4. Join

의 구성3.4. Base Node

오버레이 네트워크에 새로 참여하는 노드는 와Successor

로부터 의목록을받아서이를이용하여 의목록을Predecessor BN BN

구성한다 의 목록은 의 맵핑정보와 의 정보를 가지고. BN BN BN RTT

있으며 로 관리가 된다 오버레이 네트워크상의 유선노드들Soft State .

은 으로 동작을 하며 일정 시간 간격으로 자신의 좌우 노드에게 자BN

신의맵핑정보를보내고이는다른 에도착할때까지오버레이네트BN

워크를통해서전달된다 의맵핑정보를수신한노드들은자신이가. BN

진 의 목록과비교하여갱신을한고자신이 이아닌경우에수신BN BN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전달을 한다 그림 는 노드간의새로운연결을. 5

생성하는 경우의 메시지 흐름을 보여준다.

그림 새로운 연결을 생성하는 경우의 메시지 흐름5.

노드 간 연결의 생성과 유지3.5.

노드 간의통신은항상 를통해서이루어진다 는Base Node . Source

의 로부터 를 생성하여자신의 으로Destination Identifier Item Key BN

보내어연결을요청한다 연결요청을수신한 은 로부터맵핑정. BN DHT

보를 얻어서 으로 연결을 시도하여 연결의 성공여부를Destination

에게 통보한다 성공적으로 연결을 생성한 경우 와Source . Source

은 를 통한연결을이용하여데이터를주고받을수있다Destination BN .

그림 은 노드 가 자신의 인 를 통하여 와 통신하는 구조를 보6 A BN B D

여준다.

그림 노드 가 를 통하여 와 통신하고 있다6. A BN B D .

노드의 이동성 지원3.6.

모든 노드는 일정 시간마다 자신의 맵핑정보를 에 등록하므로DHT

노드가이동을하여새로운 주소로바뀌는경우에새로운맵핑정보를IP

재등록한다 노드의 주소가변경되거나소속된 가변경되는경우에. IP AS

도 노드의 는항상동일한값을가지므로 를통하여노드Item Key DHT

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노드가 이동을 하는 경우에도Lo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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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만 있다면 연결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다Identifier .

두 노드 간의 연결이 생성된 상태에서 또는 의Source Destination

이동이 발생하는경우에는이동노드는 로Base Node Binding update

를 보내어 의맵핑정보를갱신하고연결을유지한다 은이동노BN . BN

드와연결을재설정하는동안이동노드로전달될데이터를버퍼링하며

재설정이완료되면버퍼링된데이터를이동노드로전달한다 그림 은. 7

노드의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의 예를 보여준다.

그림 노드가 이동하는 경우의 메시지 흐름7.

오버레이 네트워크의 안정성 향상3.7.

오버레이 네트워크의 안정된 동작을 위하여 각 노드는 개 이상의1

의 목록을 유지한다 비정상적으로 종료한 노드가 발생하는Successor .

경우에 목록을 활용하여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복구한다Successor .

연결을 구성하고 있던 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 대비하여BN

관리하는 연결의 정보를 자신의 에 백업하고 백업 를 연결의 양BN BN

단말노드에게 알려준다 단말노드는 으로의 연결이 끊어진 경우에. BN

백업 으로 연결을 맺어서 연결을 복구한다BN .

프로토콜 구현4.

본 논문에서제사한프로토콜을윈도우용응용프로그램으로 망IPv6

환경에서 동작하도록 구현하였다 는 의 과 이. Location Key 16bit ASN

메일주소를 로 함수에입력하여얻은 해Identifier SHA-1 [7] 160bit

쉬값을 사용하였다 는 해쉬값과 해쉬값의 마지막. Item Key 160bit

를 사용하였다16bit .

성능분석과 기대효과4.

는 을 활용하여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모든FLOWER ASN .

노드간의통신데이터는항상 을통하여전달되기때문에항상삼각BN

라우팅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항상 와 동일한 에 위치. BN Source AS

하기때문에삼각라우팅의경우에도직접통신하는경우에비하여매우

적은딜레이만발생하게된다 이동성을가진무선노드에대해서 내. AS

의 유선 구간의딜레이는무선구간에비하여매우적은비율을차지한

다 또한실제네트워크에서인접한노드들이오버레이네트워크상에서.

도 인접하게되므로오버레이네트워크의전반적인성능의향상을보여

준다.

는 고정된 이하 가 의 정MobileIP Home Agent( HA) Mobile Node

보를 관리한다 이에 비해서 는 을. FLOWER Consistent hash function

사용하여 를 구성하므로 맵핑정보가 노드의 개수에 영향을 받지DHT

않고모든노드에균등하게분포하게되어 가담당하던부하를분산HA

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결 론5.

현재 인터넷은 무선 구간의 일반화와 더불어 디바이스들의 소형화,

지능화로 이동성 지원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동성을.

지원하기위한다양한방법이제시되고있으나기존의대부분의알고리

즘들은서비스제공을위해서인프라스트럭처의사전구성과유지가필

요하다 는오버레이 구조를사용하여사전인. FLOWER Peer-to-Peer

프라스트럭처의투자없이완전한분산구조의서비스를제공한다 또한.

지리정보를 이용하여 기존의 오버레이 네트워크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향상된 성능을 보여주며 삼각 라우팅 문제를 해결하였다.

현재 는 과같은최적화기법을사용MobileIP Routing Optimization

하여딜레이를감소시키면서성능을향상하고있다 향후과제로이러한.

최적화기법을 에적용하여성능을향상시키는연구가계속될FLOWER

예정이며 멀티호밍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확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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