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Pv6] NGN 환경에서의 IPv6 멀티호밍 

 

IPv6 멀티호밍 기술은 하나의 네트워크나 노드가 동일하거나 서로 다른 네트워크 서비스 제

공자 / 다중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 다중 네트워크 주소 등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네트워크 

연결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사이트나 노드가 멀티호밍 기술을 채택하는 이유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킹, load sharing, traffic engineering, fault tolerance, 이동성 지원 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NGN에서 IPv6 멀티호밍은 크게 코어 네트워크와 액세스 네트워크간과 액세스 네트워크와 

단말 간에 적용될 수 있다. NGN의 액세스 네트워크의 특징은 다양한 액세스 기술이 존재한

다는 것과 이질적인 액세스 네트워크가 서로 결합이 된다는 것이다. 다중 액세스 기술과 이

질적인 액세스 네트워크가 사용되는 NGN 환경에서 각 액세스 네트워크는 코어 네트워크와 

여러 이유로 다중 네트워크 연결을 가질 수 있으며, 각 단말도 액세스 네트워크와 다중 네

트워크 연결을 가질 수 있다.  

 

IPv6 멀티호밍 기술을 NGN에 적용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 

IPv6 멀티호밍 기술을 NGN에 적용하기 위해서, NGN의 코어 네트워크와 액세스 네트워크간

의 분리,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액세스 기술 제공, 고정/이동 네트워크 간

의 결합, 이질적인 액세스 기술, 다중 인터페이스 호스트 등의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IPv6 

멀티호밍 기술은 NGN의 코어 네트워크와 액세스 네트워크 간에 적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

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적용을 위해서 현재 NGN transport stratum(NGN 전달 계층)의 코

어 네트워크와 액세스 네트워크 사이의 각 기능들이 이러한 고려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필요하면 수정을 통해서 지원해야 한다. 또한 NGN의 특성중의 하나인 다중 이질적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탑재한 단말이 액세스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IPv6 멀티호밍

이 적용되어질 수 있다. 서로 다른 액세스 네트워크 간에 이동하는 vertical 핸드오버 경우

나 서로 다른 액세스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통신의 단절 없이 서

비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NGN의 단말과 액세스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기능들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IPv6 멀티호밍 기술은 NGN Transport stratum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 NGN Transport 

stratum에서 IPv6 멀티호밍은 Transport Functions에서는 Access Network Functions, Edge 

Functions, Core Transport Functions에 구현이 가능하고, Transport Control Functions에서

는 NACF(Network Attachment Control Functions)에 구현이 가능하고, End-user Function에

도 구현이 가능하다. (아래 그림 참조)  



 

<그림 1> IPv6 멀티호밍 적용이 가능한 NGN Architecture 

 

NGN 전달 계층(transport stratum)에서의 IPv6 멀티호밍 적용 

 Access Network Functions은 다양한 액세스 네트워크로부터 코어 네트워크로 들어오

는 트래픽들을 취합하는 역할과 함께 사용자들의 액세스 네트워크로의 접근을 담당한

다. NGN 액세스 네트워크는 이질적인 액세스 기술이 사용되므로, Access Network 

Functions은 다양한 전송 기술과 전송 능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IPv6 멀티호밍 기술이 

Access Network Function을 위해 사용자 및 단말의 다중 네트워크 액세스를 지원한다.  

 

 Edge Functions은 다양한 액세스 네트워크로부터 전송되어 온 트래픽들이 코어 네트

워크로 취합될 때, 미디어 및 트래픽 처리를 담당한다. Edge Functions에서 IPv6 멀티

호밍은 다양한 액세스 네트워크와 코어 네트워크 사이의 다중 네트워크 연결 기능을 

지원한다.  

 

 Core Transport Functions은 코어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의 전송을 담당한다. 코어 네트

워크는 각각의 네트워크들의 집합체가 될 것이므로, IPv6 멀티호밍은 이러한 각각의 네

트워크 사이에 적용이 가능하다.  

 

 NACF의 기능 중의 하나는 동적인 IP 주소 제공과 사용자 단말 설정 값들의 제공이다. 

IPv6 멀티호밍은 NACF와 함께 사용자 단말에게 효과적인 IPv6 주소 할당을 가능하게 

한다.  

 

NGN환경에서는 서로 다른 범주의 사용자 단말이 사용되어지고 하나의 사용자 단말은 전통



적인 전화부터 복잡한 범주의 네트워크까지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 단말이 다

중개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다중개의 IPv6 주소를 가지고 있다면 End-user Function은 

IPv6 멀티호밍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결언  

현재까지 IPv6 멀티호밍은 사이트(네트워크)단위로 고려가 되어 왔고 단말에서는 별로 연구

가 없었다. 하지만 IPv6 멀티호밍의 특성상 사이트뿐만 아니라 단말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IETF에서의 IPv6 멀티호밍 연구는 현재의 인터넷에 기반을 둔 

차세대 네트워크를 위한 기술이기 때문에 ITU-T에서 고려하는 NGN과는 차이가 있다. 본 

표준 기술은 이러한 차이점에 특히 주안점을 두고 표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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