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Introduction
RPL [1]은 저전력 고손실 네트워크 환경인 LLN(Lo

w-Power and Lossy Networks)을 위해 설계된 거리 
벡터 IPv6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RPL은 LLN Border 
Router(LBR)에 기반을 둔 트리 형태의 라우팅 토폴로
지를 구성하고 양방향 라우팅 기능을 제공한다. 메쉬 
노드에서 LBR로 상향 라우팅하고 LBR에서 하향 라우
팅을 제공하여 네트워크 장치 간 양방향 IPv6 통신을 
지원한다. RPL은 하향 라우팅을 동작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모드인 Storing Mode와 Non-Storing Mode를 
제공한다. 이 두 가지 모드 사이에는 명확한 절충점이 
있다. Storing Mode의 경우 전체 네트워크 오버 헤
드를 감소시키는 데 유리하지만 Non-Storing Mode
는 많은 수의 라우팅 상태를 저장할 수 없는 메모리 
제한이 엄격한 노드들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유
리하다. 물론 RPL 네트워크에서 한가지 모드로 동작
하지 않고 다중 모드를 지원하는 관련 연구 [2]가 진
행되었다. IoT 대부분 환경에서 노드들은 일반적으로 
제한된 처리 능력, 메모리, 데이터 통신속도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Non-Storing Mode로 LLN 경계 노드
에서 대부분의 경로를 저장하거나 일부 노드에서 제
한된 경로를 저장한다. 

 RPL은 라우팅 도메인 내에서 데이터 그램을 전송
하기 위해 소스 라우팅 [3]을 지원한다. 특정 노드 간 
통신을 하기 위해서 RPL 네트워크의 Storing Mode
는 출발지 노드부터 목적지 노드까지 방문하는 노드
의 저장된 라우팅 정보에 의해 데이터 그램이 전달된
다. Non-Storing Mode의 경우 라우팅 정보를 가지
는 LLN 경계 노드까지 상향 라우팅이 이루어져야만 
목적지 노드에게 전달된다. 노드 간 지속적인 통신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RPL 네트워크의 Non-S
toring Mode에서 LLN 경계 노드까지 데이터 그램이 
전달되는 네트워크 오버헤드는 무시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RPL 네트워크의 Non-Storing Mod
e에서 노드 간 통신이 이루어지는 LBR로 보내는 상향 
라우팅을 개선하여 노드 간 통신 성능을 개선하는 방
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최적 경로 라우팅을 할 수 
있도록 RPL DAO 메시지에 추가 옵션을 구현했다. 소
스 라우팅을 통해 받은 목적지 노드가 출발지 노드에
게 상향 라우팅을 하지 않고 보낼 수 있도록 소스 라
우팅 헤더를 개선했다. Contiki Cooja 네트워크 시뮬
레이터를 통해 기존의 소스 라우팅과 개선된 소스 라
우팅을 비교하여 Packet reception ratio(PRR)이 향
상되고 패킷 전송 횟수와 latency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2. Background
2.1 RPL
RPL은 LBR 노드 또는 루트 노드에서 패킷을 전송

하기 위해 최적화된 경로를 사용하는 IPv6 라우팅 프
로토콜이다. RPL 토폴로지는 DAG (Directed Acycli
c Graph)로 구성되어 각 노드들은 하나의 DODAG를 
가진다. RPL 토폴로지를 식별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R
PL은 Instances id, DODAG id, DODAG version을 
활용한다. Instance id는 서로 다로 RPL 인스턴스를 
구분할 수 있으며 같은 Instance id를 가진 DODAG
는 RPL Instance에 정의된 방법(OF)으로 DODAG를 
구성한다. DODAG id는 DODAG의 고유한 id 값으로 
보통 루트 노드를 가리킨다. DODAG version은 D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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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가 새롭게 구성될 때마다 증가한다.
Objective Function(OF)은 노드가 RPL 인스턴스 

내에서 경로를 선택하고 최적화하는 방법이 정의되어 
있다. 만약 새로운 노드가 들어온다면 주변의 DIO 메
시지를 감지하고, DIO 메시지에 담긴 DODAG 정보를 
활용하여 OF을 통해 자체 순위를 계산한다. 그리고 
일정 주기로 DIO 메시지를 멀 캐스팅하여 새로운 노
드들이 RPL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
만 새로 들어온 노드가 DIO 메시지를 오랜 시간 동안 
받지 못하게 되면 새로 들어온 노드는 주변 노드들에
게 DIS 메시지 지속적으로 멀티 캐스팅한다. DIS 메
시지는 DODAG 정보를 요청하는 메시지로 주변 RPL 
노드가 DIS 메시지를 감지하면 DIO 메시지를 전송한. 
이렇게 DIO 메시지를 받아서 RPL 네트워크에 참여하
는 노드는 DODAG 루트 노드에게 DAO 메시지를 유
니 캐스팅한다. 루트 노드가 DAO 메시지를 받게 되
면 DAO 메시지에 있는 parent node 정보와 rank 
정보 등을 활용하여 라우팅 테이블을 갱신한다.

2.2 Source Routes with RPL
Source Routing Header (SRH)는 Type 0 Routin

g header (RH0)의 형식을 따른다. RPL의 경우 LLN 
환경에 맞게 라우팅 되는 IPv6 주소에서 동일한 영역
을 파악하여 주소를 압축한다. SRH의 헤더 형식은 Fi
gure 1.과 같다. Next Header는 현재 헤더가 어떤 
것인지 식별하기 위한 값으로 IPv6 Next Header [4] 
와 동일한 값을 가진다. Hdr Ext Len은 첫 8비트 길
이를 제외한 라우팅 헤더 길이이다. Routing Type은 
라우팅 유형에 관한 값으로 SRH에서는 3 값을 가진
다. Segments Left는 현재 방문해야 할 노드의 라우
팅 주소를 가리키는 값이다. 라우팅 헤더가 생성될 때 
이 필드가 n으로 설정하면 방문해야 할 주소가 n개가 
있는 것으로, 최종 목적지를 도착하게 되면 0이 된다. 
Cmprl와 CmprE는 라우팅 주소의 동일 값을 가지는 
바이트 수를 의미한다. 차이점은 Cmprl은 최종 목적
지를 제외한 주소에서 바이트 수를 계산하고, CmprE
는 생략된 최종 목적지의 바이트 수를 계산한다. Con

tiki-NG RPL-lite의 경우 간략화되어 둘 다 같은 값
을 가지게 된다. pad는 끝에 있는 주소값 뒤에 여백
을 위해 사용된다. Reserved는 사용되지 않는 필드로 
0으로 초기화된다. Addresses는 소스 라우팅을 위한 
주소의 벡터이다. 1부터 n-1까지 주소의 크기는 (16 
- Cmprl)의 크기를 가지고, 목적지 n의 주소는 (16 - 
CmprE)의 크기를 가지게 된다. 

2.3 Contiki-NG & RPL-lite
Contiki-NG는 차세대 IoT 장치를 위한 오픈 소스, 

크로스 플랫폼 운영체제이다. 각종 신뢰할 수 있는 IP
v6 / 6LoWPAN, RPL 등과 같은 저전력 통신 및 표
준 프로토콜을 중점으로 개발된다. Contiki-NG는 Co
ntiki OS [5]의 포크로 시작해서 현재 전체 기능 중 
일부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Contiki-NG의 구현체 중 
RPL-lite는 기존 Contiki OS의 ContikiRPL [6] 에서 
중요하고 안정적인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재개발되었다. 
그래서 기존의 여러 인스턴스 및 DODAG를 처리하는 
복잡한 로직을 제거했고 Storing Mode를 지원하지 
않음으로 Storing Mode에 필요한 자원들이 제거됬
다. RPL-lite는 기존의 ContikiRPL보다 일반적으로 
더 우수한 성능을 제공하며 코드 크기가 더 작다.

RPL-lite에서 SRH의 동작 알고리즘은 Figure 2.의 
예제로 설명한다. peer-to-peer로 노드간 요청과 응
답이 있을 때 출발지 노드 A부터 루트 노드 ROOT까
지는 DAO에 설정된 부모 노드로 패킷이 전달된다. 
패킷이 루트 노드에 도달하게 되면 루트 노드는 라우
팅 테이블 정보를 활용해서 루트 노드에서 목적지 노
드인 B까지 가기 위한 중간에 방문해야 할 노드를 파
악한다. 중간에 방문해야 할 노드가 b1 하나이므로 S
egments Left 필드는 1로 설정이 된다. Addresses 
필드는 ( B )가 들어가게 되고 b1을 IPv6 다음 목적

Figure 1. SRH

Figure 2. SRH 동작 예제



지로 설정해서 패킷을 전달한다. 패킷을 받은 노드 b
1은 Segments Left 필드가 0이 아니므로 1을 감소시
키고 1에 해당하는 B 주소를 현재 IPv6 목적지 주소
인 b1과 치환한다. 패킷의 SRH는 Segments Left 필
드가 0이 되고 Addresses는 ( b1 )으로 다음 목적지
인 B에게 전달된다. B는 패킷을 받고 Segments Left
가 0이므로 자신이 목적지로 판단하고 전달된 데이터 
그램을 애플리케이션 계층으로 전달한다.

요청에 대한 응답 패킷도 앞서 이야기한 과정으로 
전달이 된다. 출발지 노드 B부터 루트 노드 ROOT까
지는 DAO에 설정된 부모 노드로 패킷이 전달된다. 
루트 노드는 목적지 노드인 A까지 가기 위한 중간에 
방문해야 할 노드를 파악한다. 중간에 방문해야 할 노
드가 a1, a2 두 개이므로 Segments Left 필드는 2로 
설정이 된다. Addresses 필드는 ( a2, A )가 들어가
게 되고 a1을 IPv6 다음 목적지로 설정해서 패킷을 
전달한다. 중간 방문 노드인 a1과 a2는 SRH를 갱신
시키며 목적지 노드 A에게 패킷을 전달한다.

3. Design
Improved Source Routing Header (ISRH)을 구

현하기 위해 Figure 3.의 형태로 RPL DAO 메시지의 
추가 옵션을 설계했다. T는 DAO 메시지의 추가 옵션
의 타입이 들어가는 필드로 1바이트의 크기를 가진다. 
RPL 제어 메시지 타입을 10의 값을 가지는 RPL_OP
TION_NBR_INFO를 추가해서 루트 노드가 DAO 메시
지를 받았을 때 추가 옵션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S는 1바이트 크기로 이웃 노드들의 수를 저장하는 필
드이다. Nbr Addresses는 이웃 노드들의 IPv6 주소 
벡터를 의미한다. 이 주소 벡터는 위의 SRH와 같이 
주소 길이를 압축하는 메커니즘이 적용되어있다. RPL 
인스턴스에서 prefix 길이를 가져와 동일한 영역을 제
외한 나머지 영역을 Nbr Addresses 주소 벡터에 저
장한다. 새로운 노드가 DODAG에 참여하면 추가 옵

션이 적용된 DAO 메시지를 루트 노드에게 보낸다. 
루트 노드는 추가 옵션에 담긴 이웃 노드 정보를 바
탕으로 전체 노드들의 연결을 파악하는 그래프를 유
지 보수한다. 

같은 DODAG를 가지는 노드끼리 UDP 통신을 시도
하게 된다면 루트 노드를 향해 패킷이 전달되도록 DA
O 메시지에 설정된 부모 노드로 상향 라우팅이 이루
어진다. 패킷이 루트 노드에 도달하게 되면 라우팅 테
이블과 이웃노드 정보를 활용한 그래프를 참조하여 
하향 라우팅을 위한 ISRH가 작성된다. 

ISRH는 Figure 5.의 형태로 설계했다. S 필드는 D
AO 메시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래프를 활용해서 목
적지 노드부터 출발지 노드까지 방문하는 총 노드의 
수로 1바이트 크기를 가진다. 그래서 Segments Left 
필드보다 크기가 1 크다. L 필드는 Segments Left의 
값과 S의 값 합이며 1바이트 크기를 가진다. S 필드
와 L 필드는 목적지 노드에서 출발지 노드로 라우팅 
할 수 있는 주소 벡터를 Addresses에서 추출하고 IS
RH 동작의 제어를 위해서 사용된다. ISRH의 Addres
ses는 라우팅 테이블을 참조해서 루트 노드부터 목적
지 노드까지의 라우팅 정보와 목적지 노드에서 출발
지 노드까지 최단 거리 라우팅 정보를 포함한다. 중간 
방문해야 할 노드의 수와 경로를 계산하기 위해 최적
화 알고리즘으로 Floyd-warshall’s algorithm을 적

Figure 3. 추가옵션이 적용된 DAO message

Figure 5. ISRH 동작 예제

Figure 4. ISRH 



용했다. 경로에 대한 최적화는 UDP 패킷이 루트 노드
에게 전달되어 ISRH가 생성될 때 이루어지며, DAO 
메시지가 추가적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최적화 경로 
정보를 유지한다.

ISRH의 동작 알고리즘은 Figure 6. 예제로 설명한
다. 출발지 노드 A부터 루트 노드 ROOT까지 DAO에 
설정된 부모 노드로 패킷이 전달된다. 패킷이 루트 노
드에 도달하게 되면 ISRH이 작성된다. Segments Le
ft 필드는 목적지 노드 B에 도착하기 위해 노드 b1 
하나만 방문하므로 1로 설정이 된다. S 필드는 목적
지 노드 B에서 출발지 노드 A로 최단거리 방문하기 
위해 c1과 A를 방문하므로 2가 설정된다. L 필드는 
Segments Left 필드와 S 필드의 합인 3이 설정된다. 
Addresses 필드는 라우팅 테이블을 활용한 라우팅 
정보인 ( B )와 이웃노드 그래프를 통해서 ( c1, A ) 
정보가 함께 저장되어 ( B, c1, A )로 설정된다. IPv6 
목적지 주소로 노드 b1을 설정해서 패킷을 전달한다.

노드 b1의 패킷이 도착하여 이루어지는 ISRH 갱신
은 기존의 SRH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목적지 노드 
B에 ISRH이 도착하면 S 필드와 L 필드를 활용해서 
Addresses 안의 ( c1, A ) 정보를 S 필드와 함께 저
장한다. 만약 목적지 노드 B가 A에게 UDP 통신을 하
게 된다면 저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ISRH를 작성한다. 
Segments Left 필드에 저장된 S 필드 값을 1 감소시
켜 설정하고, Addresses 필드에 ( A ) 정보를 설정한
다. S 필드와 L 필드는 0으로 설정해서 노드 A에서 
잘못된 정보가 저장되는 것을 방지한다. IPv6 목적지 
노드로 c1을 설정해서 패킷을 보내게 되면 B -> c1 
-> A 순으로 패킷이 전달되게 된다.

4. Implementation
ISRH의 구현은 Contiki-NG의 RPL-lite를 베이스로 

simple udp 위에서 동작하도록 구현했다. UDP 통신
을 기본으로 동작하지만 TCP 통신에도 적용할 수 있
다. ContikiOS의 네트워크 계층에서 패킷을 송수신을 
할 때 버퍼처리를 하는 uip6 프로그램을 DAO 메시지 
추가 옵션 기능이 전처리 되도록 수정했다. ISRH 갱
신이 되는 tcpip 프로그램에서 루트 노드가 아닌 목적
지 노드에서 ISRH가 작성될 수 있도록 변경했다. DA
O 메시지에 이웃 노드 정보를 추가하고 루트 노드에
서 이웃 노드 정보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처리할 수 
있게 rpl-icmp6와 rpl-dag에 기능을 추가했다. 마지
막으로 ISRH가 동작하고 작성하기 위해서 rpl-ext-h
eader를 변경했다.

5. Evaluation & Analysis
 ISRH 적용으로 PRR 향상과 latency 및 패킷 전

송 횟수 감소를 파악하기 위해 Cooja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Radio model은 Unit Disk Graph Mediu
m (UDGM) rx/tx ratio 100%로 진행했고, Figure 
6.과 같이 1개의 루트 노드와 50개의 통신 노드를 임
의의 위치에 배치했다. 양방향 통신을 할 50개의 쌍을 
자신의 ID보다 26 큰 ID를 선택한다. 만약 노드 ID가 
26보다 큰 경우 (26, 2), (27, 3)과 같이 2번 노드부터 
차례로 한 쌍이 된다. 한 쌍당 50개의 패킷을 전송하
도록 설계했다. 노드 간 통신과정은 상대편 노드에게 
패킷을 보내면, 패킷을 받은 노드는 응답 패킷을 보내
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각 통신 노드들은 DODAG 형성을 기다리기 위해 3
분의 대기시간을 가진다. 모든 노드가 동시에 전송해 
시뮬레이터의 성능이 큰 폭으로 저하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각 노드는 ID 값만큼의 초를 대기하고 통
신을 시작한다. 맨 처음 패킷을 전송한 후 5~14초의 

Figure 6. 시뮬레이션 노드 배치

Table 1. 모든 링크 분석

  

Table 2. end-to-end 분석 



임의의 간격으로 나머지 패킷을 전송하게 된다. 시뮬
레이션 분석은 각 노드의 아웃풋을 출력해서 파일로 
저장 후 분석했다. 

각각의 모든 링크와 end-to-end 링크를 기준으로 
PRR과 latency를 분석했다. SRH을 사용했을 경우와 
ISRH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Table 1.과 .Table 2.
를 얻었다. ISRH는 SRH 대비 모든 링크 기준으로 2.
05% 향상되었고, end-to-end에서 3.05% 향상되었
다. latency는 모든 링크 기준 20.01% 개선되었고, e
nd-to-end에서 16.51% 개선되었다. 방문하는 중간 
노드의 개수가 10.48개에서 8.28개로 2.2개가량 감소
했다. 다만 루트 노드에서 추가되는 헤더 평균 길이가 
SRH는 21.76 바이트고 ISRH이 44.8 바이트로 증가
했다. end-to-end 전체 전송되는 패킷의 크기 총량
을 비교시 32.53%로 앞의 추가 헤더 길이의 증가폭만
큼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시뮬레이션의 RPL 인스턴스 prefix 길이가 9 바이
트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어 구성 노드의 수에 맞
게 prefix 길이를 줄인다면 추가 헤더 길이가 큰 폭으
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드의 배치가 트리 
구조로 이루어진다면 latency와 패킷 전송량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6. Conclusions & Future works
지금까지 RPL 네트워크의 SRH 프로토콜의 동작과 

최단 거리 응답을 할 수 있는 ISRH 프로토콜의 동작
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ISRH는 Non-Storing Mode
에서 주기적인 peer-to-peer 통신하는 애플리케이션
의 경우 PRR과 latency가 개선된다. 왜냐하면 Non-
Storing Mode의 경우 루트 노드까지 상향 라우팅하
는 과정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ISRH는 추가적
인 라우팅 정보를 함께 전달하여 루트 노드까지 상향 
라우팅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대 노드에게 패킷이 전
달할 수 있다. 그 결과 응답 통신에서 루트 노드까지 
상향 라우팅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SRH 대비 laten
cy의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방문하는 중간 
노드의 개수가 감소하여 PRR이 향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현재 end-to-end 통신에 있어 전체 패킷 데이터의 
증가는 추가적인 네트워크 오버헤드를 발생시킨다. T
CP 통신에 ISRH이 적용된다면 처음 연결이 맺어질 
때 루트 노드가 최단거리 라우팅 정보를 서로에게 전
달한다면 추가적인 네트워크 오버헤드를 큰 폭으로 
감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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