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GN] NGN 환경에서 IP에 대한 식별자와 위치정보 분리기술 제안(Proposal to split 

IP into Identifier and Locator in NGN) 

 

NGN은 유선 망뿐만 아니라 WLAN, 와이브로, 셀룰러 등과 같은 다양한 무선망 환경에서 

끊김 없는(seamless service)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종망간 이동 및 ISP간 

이동 중에도 끊김 없는 서비스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즉, NGN 환경에서는 단말의 이동성

(mobility) 과 함께 다중 ISP에 동시 연결성을 제공하는 멀티호밍(multihoming) 기능이 필요

하다.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동성 지원을 위해서는 터미널은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 접속 기

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WLAN, CDMA, Wibro 등을 포함하는 다중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기능), 터미널의 위치가 변경되더라도 IP와 같은 네트워크 식별자(identifier)의 유일성이 보

장되어야 한다. 또한, 멀티호밍의 지원을 위해서 터미널은 다중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에 대한 접속 기능과 다중 인터페이스 그리고 다중 주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서로 다른 ISP간을 이동하더라도 하나의 식별자만을 이용하여 끊김 없는 서비스와 네

트워크 연결성(connectivity)이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IP 주소체계는 앞서 언급한 멀티호밍 환경에서 끊김 없는 연결성 지원을 하

는데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 이유는 현재의 IP 주소체계에서 IP의 역할이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데, IP 주소는 1) 단말의 인터페이스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Identifier), 2) 단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Locator) 그리고 3) 데이터 전달을 

위한 라우팅 식별 정보 모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말의 위치가 변경되면 식

별자 또한 변경되어 통신 중인 세션이 끊겨 지속적인 서비스(seamless service)가 불가능하

게 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기존 IP를 식별자(identifier)와 위치정보(locator)로 분리하는 방

법을 들 수 있다. 현재 Mobile IP 기술에서 Home Address와 Care-of-Address 개념을 이

용하여 식별자와 위치정보의 역할을 분리하는 방법은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멀티호밍 환경

의 지원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여전히 트랜스포트 계층에서의 투명한 연결성 제공에 문제점

을 가지고 있다. 현재 IETF에서는 L3shim WG과 HIP WG을 통하여 IP를 식별자와 위치정보

(locator)로 분리 하는 표준화 작업이 추진 중에 있다.  

본 고에서는 NGN에서 IP를 식별자와 위치정보로 분리하여, 향후 NGN 환경에서의 이동성 

지원 및 멀티호밍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NGN 환경에서 식별자(Identifier)와 위치정보(Locator) 분리의 장점  

NGN에서 고려하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다중 ISP와 다중 인터페이스로 인한 멀티호밍의 

지원 문제가 야기될 것이며, 이종망에서의 끊김 없는 연결성을 확보를 위한 이동성 지원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현재의 IP를 식별자(Identifier)과 위치정보

(Locator)로 분리하여 전송계층에 적용하면 멀티호밍 및 이동성 지원에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질 수 있다.  

 NGN 터미널은 하나의 식별자(Identifier)를 통하여 다수의 위치정보(locator)와 동적인 

매핑을 할 수 있으며, 이들 간의 상태 정보 역시 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NGN 터미널의 위치 변화에 관계없이 하나의 식별자(Identifier)를 영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식별자(Identifer)과 위치정보간의 간접적인 연계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위치 변화에 대

해 빠른주소변경과 빠른 리호밍(re-homing)을 가능하게 해준다.  

 

따라서 식별자(Identifier)를 통한 네트워크 연결은 단말의 위치 변화와 접속하고 있는 네트

워크 망, 연결되어있는 ISP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NGN에서의 식별자(Identifier) / 위치정보(Locator) 분리 방법 (안)  

ITU-T SG13에서 정의하고 있는 NGN의 구조에 따라, NGN의 IP 정보는 트랜스포트 계층

(Transport Stratum)에서 처리되며, 더 구체적으로는 NACF(Network Attachment Control 

Functions)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NACF에서는 End-user에 대한 초기화와 접

속 레벨(access level)에서 등록 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 기능은 네트워크 단계에서의 

인식 및 인증 기능을 제공하며 접속된 네트워크의 IP주소를 관리할 수 있게 한다.  

 

<그림 1> IP의 Identifier/Locator 분리를 위한 NACF 확장 구성도 

 

NGN에서 IP 분리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NACF 내의 개별 FE(Functional Entity)들의 기

능 확장이 필요하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림 1에서와 같이 ID와 Locator를 매핑시키

고 그 상태를 관리하도록 하는 ‘ID/Loc mapping & state management’ 기능이 T-13 (T. 



Location Management FE)에 포함되어야 하며, ID와 Locator를 터미널에 할당시켜주는 기능

이 T-10 (T. Network access control FE)에 포함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및 중점 표준화 대상  

효율적인 이동성 지원과 멀티호밍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NGN 네트워크의 확장뿐만 아

니라 터미널에서도 기능의 확장이 필요하다. 다음 사항은 NGN 터미널에 대한 기능적인 요

구사항이다.  

 자신의 IP 주소들과 상대방(correspond)주소들의 집합을 관리하는 기능  

 주기적으로 end-to-end간 연결이 가능한지 체크하고 관리하는 기능  

 TLM-FE(Transport Location Management Functional Entity)에 바인딩 상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상태 요청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는 기능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NGN 구조상에 다음사항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기본으로 NGN 구조의 확장 및 기능의 확장이 필요하다.  

 

 IP를 식별자와 위치정보를 분리를 위한 요구사항 작성  

 NACF 기능의 확장 개발  

 IP분리를 지원하기 위한 NGN 단말 측면에서의 요구사항 분석  

 

향후 대응 방안  

이 기술은 최근 IETF에서는 비교적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ITU-T NGN 환경에서는 아직 

다루고 있지 않은 분야로 다양한 ISP가 존재하는 멀티호밍 환경에서 심리스한 서비스 제공

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기술 중 하나이다. ETRI에서는 지난 7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ITU-T SG13 Q.3를 통해 본 이슈를 제기하여 워크 아이템으로 채택시킴으로써 향후 

추가적인 표준 제안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향후 NGN 측면에서 IP에 대한 Identifier

과 Locator의 분리 작업을 NGN의 구조적인 측면 확장과 터미널 측면에서의 확장에 대한 

표준화 추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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