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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사물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미래인터넷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각기 다른 

사물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프라가 필요하며, 사용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크 자원에서 요

구하는 서비스나 콘텐츠 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을 식별하기 위한 통일된 식별 체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네트워크에서는 Name, Identifier, Locator는 통신을 위한 목적으로 각각 분리되어 이용되어

져 왔다. 이를 위하여 미국에서는 NDN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이외에도 MobiltiyFirst, XIA와 같은 프

로젝트성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보완하고 새로운 미래인

터넷에 확 가능한 통합된 Name-Identifier-Locator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키워드: 통합 Name-Identifier-Locator, 식별자, 미래인터넷, IoT,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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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수많은 사물에 인터넷이 연결되고 그에 따

른 다양한 서비스와 컨텐츠들의 등장으로 인하여 미

래인터넷 (Future Internet)을 연구하기 위한 노력

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Future Internet 

Architecture (FIA)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Named 

Data Networking (NDN)[1], MobilityFirst[2], 

eXpressive Internet Architecture (XIA)[3] 등의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4][5].

사물인터넷의 등장으로 다양한 네트워크 인프라가 

필요하며, 이를 식별하기 위한 다양한 식별자가 필

요로 한다. 기존의 네트워크에서 Name, Identifier

와 Locator는 통신을 위한 목적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리되어 이용되어졌다. 특히 Identifier로 사용되는 

IP와 URI 그리고 DNS 체계는 앞으로 미래인터넷의 

다양한 서비스나 수많은 콘텐츠들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용자나 Tenant의 다양한 서비스, 콘

텐츠 등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식별 체계와 프레

임워크가 필요하다.

기존의 Name, Identifier, Locator는 일반적으로 

Tenant가 제공하는 서비스 혹은 컨텐츠는 각각 구

별 할 수 있는 이름이나 식별자를 갖고 있다. 또한 

Locator의 경우 컨텐츠 혹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위

치를 나타내는 역할로 사용된다. Name은 통신을 목

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호칭되는 모든 이름과 식별

자를 말한다. Name은 임의의 단어로 표현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이름, 카카오ID, IP주소 등 

다양하게 나타낼수 있으며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있다. 

Identifier는 Name이 지칭하는 서비스나 콘텐츠

를 식별 할 수 있는 특별한 타입의 Name을 말한

다. 예를들어 SSN (Social Security Number)와 같

이 다양한 서비스나 콘텐츠를¦ 식별 할 수 있는 유일

한 식별자를 의미한다. Identifier는 시스템 내부에

서 사용되는 유일성 o 이 Ì 보장되는 식별자이어야 한

다. Name과 Context ID에 의하여 생성되어야 한다. 

이 Identifier는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될 수 있다. 따

라서 다른 서비스나 콘텐츠가 지칭하는 Name과 다

르게 동일한 Name을 갖는다 하더라도 Tenant가 제

공하는 서비스나 a 콘텐츠가 다를 경우 Identifier는  

유일성이 보장 되어야 한다.

Locator는 각 Service Provider에서 제공하는 서

비스나 콘텐츠의 Ç 접근 지점 (Access Point)을 의

미한다. 예를들어 사람의 경우 접근 가능한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를 예를 들 수 있다. 네트워크 측

면에서는 Transport-level의 주소 (IP 주소, 포

트번호, MAC 주소 등)를 통하여 접근 할 수 있다. 

Access Point Technology 및 패킷 전송 방식에 따

라 다양한형태와 요소로 구성가능 하다. Locator의 

경우 Identifier와는 다르게 시스템 외부로 노출될 

필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앞으로 추구하는 미래

인터넷에 적합하고 확장 가능한 통합된 Name-

Identifier-Locator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II. 관련 연구 

Name-Identifier-Locator에 관한 문제는 약 15

년 전부터 학계 및 산업계에서 계속 논의되어 왔

다. 특히, 많은 연구들이 인터넷 아키텍처는 전역 

라우팅 시스템의 확장성을 용이하게 하고 멀티-호

밍과 다중 Locator를 지원하기 위해 IP 주소를 ID 

와 LOC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장에서는 호스트 네임 관리, 라우팅 확장성, 투명

성, 이동성, 및 멀티 캐스트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

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법의 관점에서 제안되어 온 

Name-Identifier-Locator 에 관한 연구들을 호스

트 기반 접근법, 네트워크 기반 접근법, 하이브리드 

접근법 및 해외 과제 중심의 연구 사례로 나누어 소

개한다.

2.1. 호스트 및 네트워크 기반 접근법

호스트 기반의 접근법에는 대표적인 예로 LIN6 

(Location Independent Network Architecture 

in IPv6), HIP (Host Identity Protocol), SHI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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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3 SHIM), ILNP (Identifier/Locator 

Network Protocol)가 있으며, 네트워크 기반 접근

법에는 8+8/GSE (Global, Site, and End System 

Address Elements), LISP (Location Identifier 

Separation Protocol)가 있다. 또한 호스트 기반과 

네트워크 기반을 적절히 활용한 하이브리드 접근법

에는 6/1 (A solution for Routing and Addressing 

in IPv6)이 있다.

먼저 LIN6는 ID와 LOC의 분리 방법을 사용하여 

호스트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1999년에 

LINA가 개발되었으며, 이를 IPv6 네트워크에 적용

하기 위하여 LIN6를 개발하였다. LIN6는 노드 ID와 

인터페이스 표시자가 분리를 기반으로 멀티-호밍과 

이동성을 위해 제안되었다[6][7]. LIN6의 주요 장점

은 기존의 IPv6 인프라스터럭처에 대한 영향 없이 

멀티-호밍 및 이동성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통적 IPv6에 대한 호환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HIP는 네트워크 계층과 트랜스포트 계층이 분리

되어 있어, 통신 세션이 전통적인 방법과 달리 IP 

주소와 바인딩 되어있지 않는 메커니즘이다[8][9]

[10]. HIP는 IP주소를 사용하는 대신 TCP/IP 스택

에서 ID와 LOC의 분리를 통해 HI (Host Identifier)

라고 불리는 새로운 암호화된 공개키 네임 스페이스

를 정의한다. HIP의 가장 큰 단점은 HIP을 지원하

는 애플리케이션은 기존의 애플리케이션과 통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HIP는 기존의 것

과의 호환성을 제공하지 않으며, 단순한 단대단 기

능성이 이동성과 멀티-호밍을 지원하지 못하는 상

황이 상당히 존재하므로, 확장된 DNS와 같은 확

장된 메커니즘들이 IP 주소 뿐만 아니라 HI와 HIP 

RVS(rendervous server)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

다[11].

SHIM6는 TCP/IP 스택에 shim 계층을 더해서 오

직  IPv6 사이트 멀티-호밍 (site-multihoming)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되었다[12]. SHIM6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이 프로토콜은 전통적인 호스트와의 호

환성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SHIM6 프로토콜

은 현재의 인터넷에서 종단 노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 더욱이, 비록 종단 사용자가 다른 네트워크로 

이동한다 하더라도, SHIM 스택을 활성화해서 종단 

사용자는 응용과 서비스를 통해 세션을 연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LNP는 IPv6 주소를 ID와 LOC라는 두 개의 파트

로 나누어서 NAT와 보안, 기존의 이동성 및 멀티-

호밍을 활성화하는 대안적인 네트워크 프로토콜이다

[13]~[16]. ILNP는 IPv6를 위한 GSE/8+8 프로토

콜에 대한 Mike O'Dell의 이전 연구에 영향을 받았

기 때문에 IPv6와 함께 완벽한 호환성을 제공한다. 

ILNP에서 IPv6 주소의 절반은 LOC로, 남은 절반은 

ID로 구분된다[17][18]. 상위 64비트는 라우팅을 위

해 사용하는 LOC로 쓰고, 하위 64비트는 호스트를 

식별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GSE는 1997년에 Mike O’Dell에 의해 IP주소를 

ID와 LOC로 분리하지 않으면서 전역 라우팅 테이

블의 확장성을 개선하기 위해 차세대의 프로토콜인 

IPv6 프로토콜에 맞게 개발되었으며 다른 서비스와

는 달리 확장 가능한 멀티 호밍을 지원한다. 또한, 

이 방법은 종단 노드의 ID와 LOC가 분리되는 IPv6

를 위한 라우팅 아키텍처를 설명한다. GSE는 새로

운 주소 체계를 제안하는데, 6바이트의 ‘Routing 

Goop’ (하나의 사이트에 대한 전역 연결성을 인코

딩하여 토폴로지 상에 나타내는 LOC), 2바이트의 

‘Site Topology Partition’ (종단 시스템에 대한 내부 

라우팅 정보), 8바이트의 ‘End System Designator’ 

(종단 시스템 또는 종단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를 식

별함)를 포함한다.

시스코에서 제안한 LISP (Location Identity 

Separation Protocol)는 라우팅 확장성을 실현하기 

위해 IP 주소를 LOC와 ID로 분리하여 사용하는 아

키텍처를 제안했다[18][19]. LISP는 종단 호스트 변

경이 요구되지 않는 에지 라우터에서 map-and-

encapsulation 구조에 사용된다. LISP는 주로 stub 

AS들이 transit AS들로 전파되는 것을 막는 것을 주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LISP가 사용된 stub AS에서

는 오직 에지 라우터들만이 <그림 5>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IP 주소에 있는 map-n-encaps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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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처리된다.

6/1은 멀티-호밍, 이동성 및 라우팅 확장성을 실

현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인터넷 아키텍처를 제안

한다[20].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라 불리는 이유는 

SHIM6와 8+8/GSE의 개념을 빌려왔기 때문이다. 

특히 6/1은 SHIM6를 위한 호스트 기반의 LOC 선

택 특징과 8+8/GSE를 위한 주소 재입력 접근법

(address-rewriting approach)의 변경된 버전이 

통합된 것이다.

2.2 해외 과제 중심의 연구 사례

본 절에서는 식별자에 대한 나름대로의 연구 성과

를 지닌 NDN,  MobilityFirst, XIA 과제에서 도출

된 기술에 대해 살펴본다.

NDN[1]은 기존의 호스트 중심의 IP 주소를 기반의 

데이터 전송이 아닌 콘텐츠의 이름을 기반으로 데이

터 전송이 이루어진다. 이를 위하여 계층화된 고유 

이름에 기반 한 패킷 전송과 임의의 네트워크 노드

에 데이터 캐싱을 구현하여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전

송한다. 즉, 사용자가 특정 콘텐츠를 요청할 때, 네

트워크상에서 해당 콘텐츠를 캐싱하고 있는 네트워

크 노드가 콘텐츠 서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캐싱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한편, 고유 이름은 기본적으로 

URL과 비슷한 형태의 계층적 구조를 띄며 인간이 

읽을 수 있는 이름을 전제한다.

미국의 MobilityFirst는 Clean Slate 접근 방식

의 연구이며 핵심 목표는 “Mobility is the norm”, 

즉 이동성을 기본요건으로 하는 미래인터넷 구조의 

개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2]. 이 구조는 GDTN 

(Generalized Delay Tolerant Networking)을 이

용함으로써 링크나 네트워크의 접속이 끊겼을 때에

도 원활한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Public 

Key 기반 식별자를 이용하여 네트워크의 신뢰성을 

높인다. 이동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조는 통신 환

경과 위치를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트워

크 적응성이 좋은 특성을 지닌다.

XIA[3]는 다양한 통신 개체를 지정하고, 이들 간의 

신뢰 통신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연구

가 진행 중이다. 즉, 통신 개체들 간의 인증 및 전달

되는 콘텐트의 무결성을 네트워크 계층에서 본질적

으로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조를 제안한다. 이

를 위하여 XIA는 Principal이라는 용어를 정의한다. 

Principal은 다양한 통신 개체를 의미한다. 예를들

어, 호스트, 서비스, 콘텐츠 등을 들 수 있다. 즉, 패

킷을 전송할 때 어떤 서비스를 위하여, 어떤 콘텐츠

를 위하여 패킷을 전송하는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

기 위해 Principal을 정의 하고 이들 간의 통신을 지

원한다.

2.3.  Overlay Routable Cryptographic 

Hash Identifier (ORCHIDv2)

ORCHIDv2는 Identifier 생성을 위해 사용되는 프

레임워크이다. ORCHIDv2는 IP 주소처럼 사용되어

지는 새로운 식별자 분류이다[21]. ORCHIDv2로 생

성되어진 식별자들은 전체적으로 유일한 식별자로 

사용될 수 있다. IP 계층에서 non-routable로 사

용되어진다. 그리고 overlay 계층의 추가를 통해서 

routable 되어질 수 있다. 식별자는 해쉬 함수를 통

해 생성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있다. 본 절

에서는 제안하는 프레임의 식별자를 생성하는데 필

요한 프레임워크인 ORCHIDv2에 대해 살펴본다.

2.3.1. ORCHID의 설계

•통계적인 유일성

• 식별자 생성에 사용되는 고정된 입력 변수 (i.e, 

the Context Identifier and a bitstring)

•단일 IPv6 프리픽스를 이용하여 결합

•IP 계층에서 해당 식별자로 라우팅 불가

• 라우팅을 위하여 적합한 Overlay 계층을 애플리

케이션 관점으로 부터 생성 하여 IPv6 주소들과 

비슷하게 사용

언급된 특성들에 따라 ORCHID는 다른 메커니즘과 

프로토콜들에게 알맞게 사용되거나 생성될 수 있다.

2.3.2. ORCHID 생성 알고리즘 (OGA)

ORCHID는 ORCHID Genera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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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GA)를 사용하여 만들어 진다. OGA 알고리즘은 

bitstring을 가지며, 입력 값으로 Context ID를 넣

고 출력 값으로 ORCHID를 얻는다. OGA 알고리

즘에서 사용되어지는 hash 함수는 각각 사용되는 

context에 대한 특성에 따라 각각의 OGA 식별자를 

정의하게 된다. 

- Input := any bitstring

-  OGA ID := 4-bit Orchid Generation 

Algorithm Identifier

- Hash Input := Context ID | Input

- Hash := Hash_function( Hash Input )

-  ORCHID := Prefix | OGA ID | Encode_96    

( Hash )

위  OGA 내용에서 | 는 bitstring의 연결을 나타

내며 각 항목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 Input: 주어진 context에서 통계적으로 유일한 

bitstring

• Context ID: 특정 ORCHID와 해쉬 함수에 대

해 예상되어 사용될 context를 정의 하여 랜덤

하게 생성된 값은 context에서 ORCHIDs의 생

성을 위해 사용. 다시 말해, 만들어진 ORCHID

가 사용되어질 context를 임의로 값을 생성하여 

Context ID로 사용

• OGA ID: 4비트의 해쉬 함수를 나타내기 위한 

식별자 (Hash function ID)

• Hash_function: 해쉬 함수는 OGA ID에 의

해 정의되어진 one-way 해쉬 함수 예를들어, 

OGA ID가 3이면, 해쉬 함수는 HIP의 SHA1을 

이용하여 ORCHIDv2를 만들게 된다.

• Encode_96( ): Hash_function을 통해 만들어

진 Hash 값을 통해 중앙의 96비트를 추출

•Prefix: 고정된 28 비트 값 (2001:20::/28)

ORCHID는 입력 값으로 두 가지의 데이터가 필요

하다. 첫번째는 다른 데이터나 퍼블릭한 암호 키를 

포함 할 수 있는 비트스트링이다. 두번째는 128비트 

길이의 Context 식별자 이다. 입력 값으로 쓰이는 

비트스트링과 context 식별자는 해쉬 함수에 들어

가는 입력 값이며 이는 서로 데이텀 형식으로 연결

되어져 있다. 해당 해쉬 함수는 OGA 식별자에 따라 

정의되어진 함수의 역할을 수행하여 96비트 길이의 

해쉬값을 생성한다. 96비트 길이의 해쉬 값은 28 비

트의 ORCHID 프리픽스와 4비트의 OGA ID와 연결

하여 128비트 길이의 IPv6와 같은 ORCHIDv2 값을 

만들게 된다 <그림 1> 참조.

III. 통합 Name-Identifier-
Locator 프레임워크 설계 요구사항

새로운 네트워크 구조를 위한 통합 Name-

Identifier-Locator 프레임워크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1. Clean-slate Design

기존의 Name-Identifier-Locator에 관한 체계를 

단순히 수정하는 정도로는 새로운 네트워크에서 요

구하는 다양한 식별자를 수용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즉, 이상적인 Name-Identifier-Locator 

체계에 대한 설계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

도(즉, clean-slate design)로서 추진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 그러나, clean-slate design은 기존에 설

치 및 운영되어온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새롭게 개발되는 Name-

Identifier-Locator 체계는 기존 방식과의 호환 성 

및 상호 운용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1. ORCHIDv2 생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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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확장성 (Scalability)

현재의 비결합(unaggregated) 라우팅 테이블 엔

트리의 증가 속도에 비하여 코어 라우터의 하드웨어 

발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 가까운 미래에 라우

팅 테이블 탐색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라우팅 테이블 엔트리증가의 

첫 번째 이유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자신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바꾸더라도 주소 공간이 바뀌지 않

는 상태로 유지되는 PI (Provider Independent) 주

소공간을 선호하여 인터넷 사용자의 PI 주소와 서비

스 제공자의 주소 공간이 결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멀티호밍과 관련해서 다수의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를 통해 인터넷과 연결

된 사이트에 각각의 ISP에 의해 할당된 주소 블록은 

서로 다른 ISP 라우팅 테이블에 저장되어야 하기 때

문이다. 세 번째 이유는 트래픽 엔지니어링과 연관

되어 있는데, 트래픽 엔지니어링의 결과로 목적지

에 대한 경로가 토폴로지상의 최단 경로와 같지 않

을 수도 있으므로, 각 경로 정보는 라우팅 테이블에 

개별적으로 저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인터넷의 백본망 내의 라우터들의 

테이블 크기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라우터의 성

능은 곧 한계에 도달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새

로운 네트워크를 위한 Name-Identifier-Locator 

체계는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고안 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Name-Identifier-Locator 체

계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네임 및 주소를 원하는 

누구에게나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3.3. 이동성 (Mobility)

모바일 네트워크의 폭발적인 성장과 더불어, 자신

의 폰으로 무선 네트워크를 즐기는 사람의 숫자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모바일 네트워

크는 미래 네트워크로 향하는 핵심 추진체가 되고 

있다. 더욱이 애드 혹과 센서 네트워크와 같은 다양

한 종류의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가 나타나고 있고, 

향후에 주요한 액세스 네트워크가 될 것이다. 그러

나, 현재의 도메인 네임과 어드레싱 관련 프로토콜

은 미래 네트워크 환경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동성이 충분히 고려된 형태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

3.4. 멀티-호밍 (Multi-homming)

미래 네트워크는 동종 및 이종 네트워크로의 다중 

접근 경로에 대한 멀티-호밍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다중 접근 경로들 간에 동일한 접속환경을 제공하는 

스위칭 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네이밍

과 어드레싱 아키텍처는 멀티 호밍 동작을 지원해야 

한다.

3.5. 강건성 (Robustness)

인터넷은 확립된 이론 없이 발전해 왔다. 인터넷

의 복잡성, 강건성 및 취약성은 모든 복잡계 시스템

(Complex System)들의 일반적인 속성들과 같다. 

특히, 강건성은 인터넷 통신이 네트워크나 게이트

웨이, 라우터 등의 오작동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인터넷의 본래의 목적인 임의의 점대점 통신이 가능

할 때 보장될 수 있다. 새로운 Name-Identifier-

Locator 체계는 반드시 강건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3.6.  다양한 액세스 네트워크, 응용,       

서비스의 통합

현재의 도메인 네임 서비스와 어드레싱 방법은 다

양한 엑세스 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가 통합된 형

태를 수용하기 위한 구조를 제공하지 못한다. 새로

운 Name-Identifier-Locator 체계는 다양한 종류

의 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의 통합과 조화를 지원

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하며, 새로운 네트워크는 

다양한 엑세스 네트워크에 대해 모든 서비스 네트워

크의 개념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7. 보안성

현재의 인터넷이 안고 있는 대부분의 보안 문제는 

오픈 커뮤니케이션 원칙과 전역 주소의 사용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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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발생한다.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모든 호스트는 

각 전역 주소를 할당 받게 되는데, 만약 하나의 호스

트가 다른 호스트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패킷을 전

송할 수 있다. 전송 과정에서 첫 번째 문제점은 하나

의 호스트는 일정 시간 동안 통신을 하기 전에는 다

른 호스트가 유해한지 구분할 수 없다. 비록 그 호스

트가 유해한지를 구분할 수 있다 하더라도, Denial-

Of-Service (DOS)와 같은 공격을 예방할 수 없다. 

두 번째 문제로 오픈 네트워킹을 예로 들 수 있는데, 

하나의 호스트가 매체를 공유하고 있는 다른 호스트

로 가는 패킷을 엿들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

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IPsec이 제안되었지

만, 오버헤드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새로운 네

트워크는 현재의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상업적인 네

트워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e-commerce

와 같은 높은 레벨의 보안성을 요구하는 응용 및 서

비스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능으로 보

안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중앙에

서 관리되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와 공개된 IP 어드

레스는 광범위한 보안 문제를 유발한다. 따라서, 새

로운 Name-Identifier-Locator 체계는 정보 교환

을 할 때의 보안성을 향상시키는 메커니즘을 포함해

야 하고, 또한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IV. 제안하는 통합 Name-
Identifier-Locator 프레임워크

각 End-Host에서는 서비스나 콘텐츠의 네임을 

Context ID와 덧붙여 Context-Typed Name를 생

성한다. 생성된 Context-Typed Name을 이용하여 

IPv6 형태의 Identifier를 직접 생성한다. <그림 2>는 

Name-Identifier-Locator의 매핑 관계를 도시하

고 있다. Name Layer는 Name과 Context ID를 덧

붙인 Context-Typed Name을 생성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각 Tenant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콘텐츠들을 

구별 할 수 있다. Identifier Layer 에서는 Context-

Typed Name으로부터 ORCHIDv2-Compatible ID

가 생성된다. 해당 ID는 Locator Layer의 매핑 아키

텍쳐를 거쳐 해당 서비스 콘텐츠 등의 Locator를 알 

수 있다.

4.1. 용어 정의

본 절에서는 기존의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의 미래인터넷에 확장성을 고려한 Name, Identifier, 

Locator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보여준다. 잉를 위하여 기존의 Name, Identifier, 

Locator에 추가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각각

을 특징을 살펴보며 추가적인 정의를 한다.

4.1.1. Name

Name은 기존의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던 Name

과 비슷하게 사용이된다. 하지만 미래인터넷을 위한 

Name은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각 

Tenant가 네트워크 운영자의 네트워크에 가입과 동

시에 Tenant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하여 

임의의 Context ID를 제공한다. Context ID는 일

종의 Namespace 역할을 담당하며 동일한 Context 

ID (Namespace) 내에서는 각 이름에 대한 유일성이 

보장된다고 가정한다 <그림 3> 참조.

그림 2. Name-Identifier-Locator 프레임워크

그림 3. Context ID는 일종의 Namespace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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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Context ID를 이용하여 Name과 덧붙여 

Context-Typed Name을 생성하게 된다. Context-

Typed Name은 일반적으로 Name에 타입을 부여해 

사용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두 Tenant가 동일한 이

름의 컨텐츠를 제공하더라도 Context ID가 다름을 

이용하여 각 Tenant의 컨텐츠를 구분하게 된다.

4.1.2. Identifier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에서 Identifier는 시스

템 내부에서 사용되는 유일성이 보장되는 식별

자이며 Context-Typed Name에 의하여 생성

된다. Identifier를 생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

서는 ORCHIDv2 [20] 프레임워크를 활용한다. 

ORCHIDv2는 IPv6 주소와 형태가 동일한 새로운 

식별자 체계다. ORCHIDv2에 의하여 생성된 식별자

들은 IP 계층에서 Non-Routable 주소로 인식되며 

‘식별’의 용도로만 사용된다. 하지만, Overlay 계층

을 추가함으로써 Overlay 계층에서의 자체 방식으

로 Routable 될 수 있다. Context-Typed Name을 

통하여 Identifier를 생성하는 방식은 그림과 같으며 

End-Host에서 직접 수행된다.

<그림 5>는 ORCHID의 주소 체계를 나타낸다. 

ORCHID는 총 128비트로 구성되며 앞의 28 비트는 

ORCHID를 나타낸다. 4비트는 ORCHID 생성시 사

용할 해쉬 함수를 나타내며 96 비트는 Context ID

와 Name을 해쉬 함수를 통해 생성한 임의의 96 비

트이다. 이를 통하여 Identifier는 유일성이 보장되

며 고정된 길이의 128비트를 갖게 된다. 또한 시스템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될 수 있다.

4.1.3. Locator

주어진 식별자를 지닌 개체에 대한 접근 지

점 (Access Point) 역할을 한다. Access Point 

Technology 및 패킷 전송 방식 (Ipv4, Ipv6, MAC 

only…)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요소로 구성된다. 서

비스제공자 혹은 콘텐츠가 저장된 서버, 네트워크 

노드의 위치를 나타낸다. Locator는 ORCHIDv2의 

Ipv6 주소와는 다르게 직접 라우팅이 가능한 주소를 

나타낸다 <그림 6> 참조.

4.1.4. Tenant Network

Tenant 가 네트워크를 생성하면 네트워크 관리자

는 해당 Tenant가 사용할 Tenant Network을 생

성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Tenant Network는 가

상으로 구성되며, 새로운 Tenant Network이 생

성하면 해당 네트워크에 대한 ID인 TNID (Tenant 

Network IDentifier)를 생성하여 Tenant에게 알려

준다. 

그림 4. Context-Typed Names 예시

그림 5. ORCHIDv2-compatible Identifiers

그림 6. Locator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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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계층 (Layering) 설계

4.2.1. Name Layer

각 Tenant가 운영하는 서비스 혹은 컨텐츠들

을 나타낸 각각의 Name을 네트워크 운영자에 의

해 제공받은 Context ID를 통해 각 End-Host에서 

Context-Typed Name을 생성한다. 

4.2.2. Identifier Layer

식별자는 2장 3절에서 기술한 ORCHIDv2 프레

임워크를 이용해 유일성이 보장되는 식별자를 생

성한다. 식별자는 라우팅 가능한 주소는 아니지만 

Locator와 Name의 매핑을 위한 키값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Client 측면에서 ORCHID를 통해 원하는 

서비스나 컨텐츠를 Locator Layer의 매핑 관계를 

통해 요청 할 수 있다.

4.2.3. Locator Layer

Locator Layer에서는 Orchestration 모듈에 존재

하는 Identifier/Locator Registrar라고 하는 매핑 

디렉토리 구조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서

비스나 컨텐츠의 ORCHID, Locator, Name 을 미

리 등록한다. 사용자는 콘텐츠를 획득하기 위하여 

ORCHID를 Identifier Registrar를 통해 해당 콘텐

츠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Locator Registrar를 통

해서 해당 콘텐츠의 Locator를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자는 매핑 디렉토리를 통해 받은 Locator를 이용

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에 해당 컨텐츠를 요청 

할 수 있다.

4.3. Mapping 디렉토리 구조

<그림 7>은 Name, Identifier, Locator 간의 매핑

을 위한 서로간의 관계 및 이에 관한 메시지 이름을 

나타낸다. 임의의 컨텐츠나 호스트의 Name은 하나

의 유일한 Identifier로 매핑되며, 이러한 Identifier

는 다양한 로케이터를 가질수 있으므로 1:n 관계를 

가질 수 있다.

End-Host에 있는 Name, Identifier, Locator

는 네트워크에 등록 및 갱신되어져야 하고, 다른 

End-Host에 의하여 검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

여 <그림 8>처럼 새로운 네트워크 구조에 존재하게 

될 Orchestration 모듈에 Identifier Registrar와 

Locator Registrar Function을 마련해야 한다. 예

를 들어, 임의의 End-Host가 제공하고자 하는 콘텐

츠가 있는 경우 해당 콘텐츠의 Name과 Context ID

를 이용하여 Context-Typed Name와 Identifier를 

생성하고 그 콘텐츠를 접근할 수 있는 Locator 정보

를 한꺼번에 Mapping Registrar에 등록한다.

한편, 그 콘텐츠를 소비하려고 하는 End-Host

에서는 해당 콘텐츠의 Identifier를 동일한 방식으

로 생성하여 Registrars에 보내고, 응답으로서 해당 

Identifier에 매핑된 Locator를 찾아서 직접 콘텐츠 

서비스와 통신 연결을 맺을 수 있다.

4.3.1. Identifier/Locator 등록

<그림 9>는 Tenanat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컨

그림 7. Name-Identifier-Locator 매핑 관계

그림 8. Name-Identifier-Locator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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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를 Orchestration 모듈에 위치한 Registrar

에 해당 정보를 등록하는 것을 나타낸다. POST 방

식을 통해 서버에서는 ORCHID와 TNID, Context 

ID, Name, Locator, Scheme를 등록한다. 이를 

RESTful API를 통해 등록하며 등록 이후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Registrar에서 검색을 통해 해당 서

비스의 위치를 알아 낼 수 있도록 한다.

<표 1, 2, 3>은 Tenant가 등록을 위해 사용하는 매

핑 API의 정보, 변수, 출력 결과를 보여준다.

4.3.2. Identifier/Locator 업데이트

<그림 10>에서 보이듯이 Tenant에서 제공하는 서

비스나 컨텐츠를 저장하고 제공하는 서버의 Locator

에 변화가 생겼을 시에 서버는 PUT 방식을 통해 

Registrar에 ORCHID를 킷값으로 하여 Locator의 

정보를 업데이트 한다.

<표 4, 5, 6>은 Tenant가 업데이트를 위해 사용하

는 매핑 API의 정보, 변수, 출력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9. Identifier/Locator Registration

그림 10. Locator Update
표 1. 매핑 등록 API 기본 정보

역할 메서드 요청 URL
출력 
포맷

매핑 
업데이트

PUT
http://(Registrar주소)/registrar/

update
JSON

표 4. 매핑 업데이트 API 기본 정보

역할 메서드 요청 URL
출력 
포맷

매핑 
업데이트

PUT
http://(Registrar주소)/registrar/

update
JSON

표 3. 매핑 등록 출력 결과

필드 타입 설명

Response 
Code

Int
성공: 201 (자원 생성 성공) 
실패: 409 (동일한 ORCHID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ORCHID String
ORCHID를 킷값으로 등록한 

결과 값이 일치한지 확인을 위한 값

LOCATOR String
자원 할당 등의 작업 이후에 
최종 결정된 Access Point 정보

표 2. 매핑 등록 요청 변수

요청 변수 타입
필수 
여부

설명

TNID String 필수 Tenant Network ID

ORCHID String 필수
ORCHIDv2 프레임워크를 통해 
생성된 IPv6형태의 식별자

NAME String 필수
제공하는 서비스 혹은 
컨텐츠의 이름

CONTEXT
ID

String 필수
네트워크 운영자가 각 
Tenant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한 ID  

LOCATOR String 필수

서비스나 컨텐츠를 지니고 
있는 Access Point의 주소. 
가능한 모든 Access Point를 

보냄

SCHEME String 선택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프로토콜(ex. rtp). 
기본 값은 모든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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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Identifier/Locator 검색

<그림 17>은 보이듯이 사용자가 서비스 받으려는 

컨텐츠의 Name을 미리 알고 있으며 해당 컨텐츠를 

접근하기 위한 Locator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의 Name을 통해 ORCHID를 생성하고 생성

된 ORCHID를 통해 Registrar에 GET방식의 요청

을 보내 Locator를 받는다.

<표 7, 8, 9>는 Tenant가 검색를 위해 사용하는 

매핑 API의 정보, 변수, 출력 결과를 보여준다.

4.3.4. ID-LOC 매핑을 이용한 소켓 통신

<그림 1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Name-ID-

Locater 메핑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응용단에서 

ID 기반의 통신, 즉 ID 기반의 소켓을 생성하여 클

라이언트와 서버간에 통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다. 서버측 소켓은 우선 Name, ID, LOC 정보를 매

핑 Registrars에게 등록하고, 클라이언트측 소켓

그림 11. Locator Lookup

표 6. 매핑 업데이트 출력 결과

필드 타입 설명

Response 
Code

Int
성공: 200 (자원 정보 업데이트 성공)
실패: 404 (업데이트 하려는 
자원 존재하지 않음)

ORCHID String
ORCHID를 킷값으로 업데이트한 
결과 값이 일치한지 확인을 위한 값

LOCATOR String
자원 할당 등의 작업 이후에 
최종 결정된 Access Point 정보

표 5. 매핑 업데이트 요청 변수

요청 변수 타입
필수 
여부

설명

TNID String 필수 Tenant Network ID

ORCHID String 필수
ORCHIDv2 프레임워크를 통해 
생성된 IPv6형태의 식별자

NAME String 필수
제공하는 서비스 혹은 
컨텐츠의 이름

CONTEXT
ID

String 필수
네트워크 운영자가 각 
Tenant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한 ID  

LOCATOR String 필수

서비스나 컨텐츠를 지니고 
있는 Access Point의 주소. 
가능한 모든 Access Point를 

보냄

SCHEME String 선택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프로토콜(ex. rtp). 
기본 값은 모든 프로토콜

표 7. 매핑 검색 API 기본 정보

역할 메서드 요청 URL
출력 
포맷

매핑 검색 GET
http://(Registrar주소)/registrar/

lookup
JSON

표 8. 매핑 검색 요청 변수

요청 변수 타입
필수 
여부

설명

ORCHID String 필수
ORCHIDv2 프레임워크를 통해 
생성된 IPv6형태의 식별자

표 9. 매핑 검색 출력 결과

필드 타입 설명

Response 
Code

Int
성공: 200 (자원 정보 검색 성공)
실패: 404 (검색하려는 
자원 정보 부재)

ORCHID String
ORCHID를 킷값으로 검색한 

결과 값이 일치한지 확인을 위한 값

LOCATOR String
서비스나 컨텐츠의 위치
(E.g. IP 주소, Port 번호)

SCHEME String
서비스나 컨텐츠를 제공받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
(E.g. RTP, HTTP, F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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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ID를 기반으로 통신하고자 하는 상대의 Locator 

정보를 얻어와서 내부적으로는 일반적인 소켓 통신

을 통해 데이터를 교환한다. 이 때 클라이언트 측 

Locator 유형과 서버 측 Locator 유형이 다를 경우 

LOC Translation과 같은 기능이 네트워크 내부에서 

요구된다.

V. 비교 평가

<표 10>은 대표적인 기존 기술과 본 보고서에서 제

안하는 Name-Identifier-Locator 프레임워크간의 

정성적인 비교 내용을 기술한다. 

VI. 결론

본 문서에서 제안하는 통합 Name-Identifier-

Locator 프레임워크를 통해 다양한 Tenant가 제공

하는 서비스, 컨텐츠 등을 네트워크 운영자가 제공

하는 Context ID를 활용하여 식별 가능하고 유일성

을 보장 받는 Identifier를 생성 할 수 있다. 이를 통

하여 앞으로 도입될 새로운 네트워크에 확장 가능한 

새로운 식별 체계를 제공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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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Locator Lookup

표 10. 제안 프레임워크와 기존 기술과의 비교

고려 사항  NDN MobilityFirst XIA 제안 프레임워크

ID 구조의 계층성
계층적  
(평면 허용)

평면 평면 평면

ID를 관리를 위한 중앙 
관리 시스템 유무

없음 GNRS 없음
Identifier/

Locator Registrars

ID를 활용한 라우팅
콘텐츠 이름으로 
라우팅

NA에 따름 XID
향후 도입예정.

현재는 LOC 정보 기반 
라우팅 

ID 자체 보안과 관련된 요소 패킷에 포함 자기 인증적 특성 자기 인증적 특성 향후 도입 예정

ID를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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