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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인터넷을 위한 분산형 이동성 제어 기술
고석주 (경북대학교)

2010년을 기점으로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선풍
적인 인기와 함께 모바일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스마트폰 앱의 활성화로 인해 모바
일 인터넷 트래픽의 수요는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모바일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처리하
기 위한 이동성 제어 기술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재 모바일 인터넷의 이동성 제어는 계층적 구조의 이동통신망에서 중앙집중형 방식으로 이루어지
고 있으며 대표적인 프로토콜로서 Mobile IP 및 Proxy MIP(PMIP) 프로토콜 기술이 사용된다. PMIP
프로토콜의 경우 각 지역별로 모바일 접속망을 담당하는 AR(Access Router)에 MAG(Mobile Access
Gateway) 장비가 탑재되고, 모든 이동 단말 트래픽은 MAG를 경유하여 중앙에 위치한 HA(Home
Agent) 혹은 LMA(Local Mobility Anchor)에 전달되어 처리된다. 이러한 집중형 이동성 제어 기술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트래픽 과부하: 모든 단말의 트래픽이 중앙으로 집중되어 트래픽 과부하로 인한 확장성(scalability)
문제가 발생한다. 즉, 대규모의 인터넷 트래픽이 코어망으로 유입됨에 따라 통신사업자 입장에서 장비
에 대한 투자는 물론, 불필요한 트래픽 처리에 대한 부담이 증가한다.
• 통신 경로의 비효율성: 서로 통신하는 두 대의 이동단말이 같은 접속망 혹은 인접한 지역에 있더라
도 무조건 중앙의 HA/LMA를 경유하게 되므로 통신 경로의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한 네
트워크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은 물론 전송지연 증가는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다.
• 네트워크 장애: 집중형 방식에서는 모든 제어 기능 및 데이터 전달 기능이 코어망 장비에 집중되므
로 네트워크 장애 혹은 고장에 대한 위험 부담이 커진다.
상기의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분산형 이동성 제어(Distributed Mobility Control)’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연구는 향후의 모바일 통신망 구조는 계층적 구조에서 수평형(flat) 구조로
진화할 것이라는 전망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네트워크 진화 추세에 맞추어, 분산형 이동성 제어 기술
에서는 ‘중앙의 HA/LMA 기능을 각 접속망의 MAG 장
비에 분산’시키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왼쪽 그림 참
조).
분산형 이동성 제어에서는 수평적 망구조를 가정하며,
중앙의 HA/LMA 장비에 의존하는 대신에 접속망의
MAG에서 주요 이동성 제어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MAG 간에 직접적으로 데이터 전달기능을 수행한다. 이
를 통해, 중앙 장비에 대한 트래픽 과부화(집중화) 문제
를 피할 수 있음은 물론, 통신 단말간의 경로 최적화를
통해 전송지연을 줄이고 또한 네트워크 장애에 대한 문
제점을 완화시킬 수 있다.
향후에는 모바일 트래픽이 유선 트래픽 규모를 훨씬 초과하고, 미래의 인터넷은 ‘모바일’ 중심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로서 4G, 5G의 이동통신 접속 기술은 물론, 모바일
인터넷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이동성 제어 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