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Pv6] 하나의 단말로 다양한 환경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가? 

 

Ubiquitous 네트워크에서는 WLAN, 3GPP, WiBro 등 다양한 무선 액세스 기술이 존재하며, 

이동 단말은 이러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효율적인 망 접속을 위한 Multiple Interface 기술을 

가진다. 그러나 현재 제안되고 있는 IP Mobility 지원 기술 및 IPv6 기반의 Multihoming 표

준 기술들은 단말의 Multiple Interface 환경과 이종 망에서의 이동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

다. IETF에서는 이러한 다중 접속 망 환경에서 단말과 네트워크의 이동성 지원, 네트워크 

접속 방식의 변화에 따른 끊김 없는 세션 유지 등을 위해 확장된 IPv6 기반의 Mobility 표

준화를 IETF MEXT WG을 통해 진행 중에 있다. MEXT WG은 단말과 네트워크의 이동성 지

원을 위한 표준화를 담당하는 IETF NEMO WG, IETF MIPv6 WG, IETF MONAMI6 WG이 통합

된 WG으로, MIPv6 기반의 Multihomed NEMO에 대한 표준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Multihomed NEMO 환경에서 IPv6 기반의 이동성 지원을 위한 기술 표준화 동향 

지난 2008년 3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71차 IETF MEXT WG 회의에서는 단말의 이

동성을 고려한 IPv6 기반의 Mobility Management 기술과 다중 무선 네트워크 접속을 위한 

Multiple Interface 관련 기술에 대한 표준화 논의가 진행되었다. 다음은 회의에서 논의된 주

요 이슈와 표준화 동향에 대한 설명이다.  

첫 번째로, 단말과 네트워크에서 IPv4와 IPv6를 동시 지원이 가능한 Dual Stack Operation

과 관련된 표준화 동향이다. 현재 IPv4 기반의 네트워크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Multihomed NEMO 환경에서 세션 연결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IPv4 주소 체계를 지원하면서

도, IPv6 기반의 이동성 관리가 가능한 Dual Stack Operation이 필요하다. MEXT WG에서는 

IPv4 주소와 Prefix를 이용한 Home Network 등록을 지원하고, HA에서의 IPv4, IPv6 Packet 

Tunneling을 지원하는 Dual Stack Operation 기반의 DSMIPv6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DSMIPv6에서는 단말의 IPv4 지원 및 NAT 위치에 따른 4가지 시나리오를 정의하고, IPv4와 

IPv6 주소의 Configuration 방법, Mobile IPv6 기반의 Binding Management 및 Route 

Optimization 기술, Mobile IPv6 메시지 확장 기술 등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두 번째로, 서로 다른 무선 네트워크 접속 기술을 가지는 이기종 망 환경에서 단말의 요구, 

또는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동시에 이기종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Multiple 

Interface 기술이 필요로 하다. 또한 이기종 망에서 단말의 세션 연결 지속성을 위해 

Multiple Prefix를 통한 Bi-Directional Packet Tunneling이 지원되어야 한다. 802.11, 802.16, 

Cellular radios 등과 같이 다양한 무선 Multiple Interfaces를 가진 이동 단말이 인터넷에 

Multiple Access 할 경우 Cost, Bandwidth, Packet Delay 측면에서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다. 

따라서, MEXT WG에서는 이러한 Multiple Interface를 가진 단말이 Interface에 따른 Multiple 

Care-of Address를 등록하여 Multiple Point Attachment가 가능하도록 Binding Cache와 

Binding IDentifier(BID) 등을 이용한 확장된 Mobile IPv6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세 번째로, 단말이 아닌 네트워크의 이동성을 고려한 Network Mobility 환경에서 Route 



Optimization을 위한 항공 및 자동차 커뮤니티의 필요성에 대한 정의와 Route Optimization

을 위한 요구사항이 논의되고 있다. 기존의 IETF NEMO WG에서는 제안하는 Routing 

Optimization 기술 표준은 단말끼리 통신하기 위해서 이동라우터와 홈에이전트 사이의 

Tunnel을 거쳐야 하므로 전송 지연 등의 취약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EXT WG에서는 CN과 MR이 직접 Packet Tunnel을 설정하여 루트최적화를 수행할 수 있

도록 Aviation Case, Automotive Case (C2C-CC, ISO TC 204 WG 16 - CALM) 등을 고려한 

표준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Multihomed NEMO 환경에서 단말이 초기 Home Network에 접속하기 위한 접

속 인증을 수행하고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권한을 부여 받기 위해 AAA 기

반의 인증 기술이 필요하다. MEXT WG에서는 AAA를 위한 RADIUS 프로토콜을 권장한다. 

IETF MEXT WG에서는 이를 위해 HA와 AAA Infrastructure 간의 Interface를 정의하고 

IPsec, RFC 4285 기반의 Mobile IPv6 인증 기술을 권장한다.  

이 밖에도 Mobile IPv6 Traffic Routing을 위한 NAT, Firewall administrator Guidelines과

Multihomed NEMO에서의 IPv6 이동성 지원을 위한 Home Agent의 high-availability에 대한 

표준화 이슈들이 존재하며, Multihomed NEMO환경에서 PMIP Indication 기술, Bing 

Revocation 기술, Generic Notification 기술 등을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Mobile IPv6 메시

지 확장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결론  

현재 3G, WLAN, WiBro 등의 무선 액세스 망에서 링크 계층의 연동 기술이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종 망 연동 환경에서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Handover와 Seamless 

서비스 지원을 위한 Mobility Management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IETF MEXT WG에서는 이

러한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Dual Stack Operation, Multiple Interface 지원 등

과 관련된 표준화 논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프로토콜 표준을 제안하고 있다. 향

후 Multihomed NEMO와 관련된 연구분야의 개발에 관심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래 All-IP 네트워크 환경에서 국내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ETF MEXT 

WG과 같은 표준화 그룹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관련 표준 기술을 제안하는 것이 무엇보

다 필요로 하다. 이를 위해 국내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기업, 학교에서도 관심을 갖고 서로 

협력하는 연구 활동을 통해 IETF MEXT WG에서의 표준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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