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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이동통신 기술의 발달과 다양한 네트워크의 중복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기존의 네트워크와 의, CDMA2000 WLAN

연동과같은연구가활발히진행되고있다 또한 이동환경에서높은전송률을가진 네트워크가차세대무선접속망으. , WiBro

로 부각되고있으며 이러한 네트워크와의연동은기존의 연동에비해높은시너지, WiBro-CDMA2000 WLAN-CDMA2000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연동이 이루어질 경우 단말의 이동성 제공을. WiBro-CDMA2000

위해패킷손실을최소화한 핸드오프방안을제시한다 본논문에서제안한 핸드오프방안은기존의이동성제공방안이L2 . L2

기반의 등록절차를 통한 방안이었음에 착안하여 시그널링이 이루어지기 전 연결설정과정에서 메시지에 핸드L3 , L3 , L2 L2

오프정보를사용하여패킷손실을최소화하는방안을제시한다 제안한방안의성능을검증하기위해 를이용한컴퓨터시뮬. C

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안한 방안의 우수성이 검증되었다, .

서 론1.

*현재 무선 환경은 이동 통신망의 발달과 새로운 네트워크의 개발 및

배치로여러네트워크들이중첩되어있다 국내에서는사용자에게다양.

한 접속망을통한고품질의멀티미디어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다양한

네트워크 융합 및 통합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대용량의 멀티이미디어 데이터 전송과 이동성 지원을 위해 한국

정보통신기술협회 주관하에 의 이동성과 의 데(TTA) 60Km/h 50Mbps

이터 서비스를 위한 가 규격화되고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WiBro .

다양한 네트워크 간의 연동이 중요시 되면서 사용자측면에서 끊김없,

는 서비스를제공받기위해서는연동구조뿐만아니라연동구조에서단

말의 이동을위한 핸드오프방안이 필수적이다 현재 가장일반적인 방.

법으로 동종망 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Homegeneous Network)

를 사용하는 방안이 존재하며 의 패킷손실 및 딜Mobile IP , Mobile IP

레이를 감소하기 위한 와 같은 방안들이 주로 사용된다Fast Handoff .

이와 같은 방안들은 기반의 메시지를 서로 주고 받아 핸드오프를 수L3

행하는 것으로 메시지의 전달하기까지의 간격동안의 패킷 손실과L3

딜레이가 존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방안들에 대한. L3

문제점을개선한 메시지를사용하는 핸드오프방안을제안한다L2 L2 .

상기와 같은점들을고려하여본논문에서는 연동WiBro-CDMA2000

망에서의 패킷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핸드오프 방안을 제시하고L2 ,

를 이용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에 대한 성능을 검증한다C .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절에서는 관련 연구에 대한 내용을. 2

기술한다 절에서는제안하는 핸드오프방안에대해상세히기술한. 3 L2

다 절에서는 제안한 핸드오프 방안에 대한 성능평가를 기술하고. 4 L2 ,

마지막으로 절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기술한다5 .

이기종 네트워크 핸드오프 방안2.

현재 연동에 대한 연구는 주로 단말의 이동성 및WLAN-CDMA2000

끊김 없는 서비스 제공을 네트워크의 구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

다 대표적으로. Lucent, Motorola, Ericsson, AT&T, Nokia, Alcatel

의 연동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연동 방안으로,

는 연동방안과 연동방안이 존재한Tightly coupled Loosely coupled

다.

연동방안에서 은 단지 핵심망Tightly coupled WLAN (Core

에 연결되어있는 하나의Network) 3G RAN(Radio Access Network)

으로 취급되어진다 이경우 의 는자신의 네트. WLAN Gateway WLAN

워크를블랙박스화하여 의핵심망이하나의 으로인식할수3G 3G RAN

있도록 모든 프로토콜을 내장하여야 한며 핵심망의 재구성이 복잡, 3G

하고 고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또 다른 방안인, .

연동방안의 경우 각 네트워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Loosely coupled

며 이동성제공을위해 과같은 방안이사용되지만 구현, Mobile IP L3 ,

이 용이하며 상대적으로 저비용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바, .



로 현재 연동방안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Loosely coupled

3. 핸드오프 방안L2

핸드오프 방안의 개요 및 구조3.1 L2

일반적으로단말은어떠한네트워크에서든지초기부팅이되거나새로

운 네트워크 영역에 위치하게 되면 단말이 새로운 네트워크를 찾아내,

기 위한 스캔 과정을 거쳐 해당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하기 위한 연L2

결설정을 수행하게 되며 이후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통신을 시작하, L3

게 된다 본 논문의 제안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연결설정을 수행. L2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메시지를 사용하여 미리 단말의 핸드오프를L2

알리고 연결설정 중 새로운 네트워크로의 패킷 경로를 확보함으로L2

써 패킷의 손실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이제안되는네트워크의구조는국내에서주로사용하고있는

의 이동통신망과 네트워크간의연동망구3GPP2 CDMA2000 WiBro

조이다 이와 같은 연동망 구조에서 각 이동통신망과. CDMA2000

네트워크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각 네트워크의 해당 서비WiBro ,

스를 제공하며 단지 과 간의 연결만이 존재한다 제안하는, ACR PDSN .

방안은 연결설정시사용되는 메시지를사용하여핸드오프를수L2 L2

행하는방안으로 에서의적용은난해한면이있으므로본논문은WLAN

을 제외한 과 네트워크와의연동을기반구조WLAN CDMA2000 WiBro

로 적용한다 이때 추가로 필요한 네트워크 개체는 없다. , .

핸드오프 방안의 동작절차3.2 L2

본 절에서 가지의단말에대한시나리오를다룬다 첫번째가단말이2 .

네트워크에서 이동통신망으로이동하는경우에대WiBro CDMA2000

한 동작 절차이며 두번째는 그반대의 경우인 단말이 이, CDMA2000

동통신망에서 네트워크로이동하는경우에대한동작절차이다WiBro .

단 단말의초기 네트워크에서의발신 초기 이동, WiBro , CDMA2000

통신망에서의 발신 영역에서 영역으로의 핸드오프와, WiBro WiBro

영역에서 영역으로의 핸드오프에 관련된 내CDMA2000 CDMA2000

용은 각 네트워크의 표준에서 제시되고 있는 일반적인 절차를 그대로

따르므로 본 절에서 자세한 설명은 제외한다, .

한편 상기와 같은 본 방안 동작 절차는 네트워크의 변경이 최소화 되,

도록 고안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기능이 표준에 추가되어야 한다, .

에서 과 터널을 생성하기 위한 의PDSN ACR WiBro Base◎

과 와매핑및 상의핸드오Station ID IP Address Origination message

프 요청을 처리하는 방안

에서 과의 터널을 생성하기 위한 의ACR PDSN CDMA2000◎

를PRE_ANID (previous Access Network Identification) IP

로 매핑 및 중 핸드오프 요청을 처리하Address WiBro initial Access

는 방안

은 네트워크와 이동통신망 모두에접속MS WiBro CDMA2000◎

가능 요구

본 방안은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단말이 이동하여 새로운 네트워크로.

진입하게 되면 연결설정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경우, L2 , ,

의 메시지나 의 메시지CDMA2000 Origination , WiBro L2 REG-REQ

내에핸드오프정보를포함한다 이러한핸드오프정보를통하여. PDSN

이나 에서는 핸드오프가 발생했음을 알아채고 포함된 를 통해ACR , ID

상대의 주소를 획득한다 획득된 주소를 통해 터널생성을 요청하고 터.

널이생성된후 패킷은경로를변경하고새로운네트워크의 이나, PDSN

은 이 패킷을 버퍼링하게 된다ACR .

본 방안에서 과 이상대와의터널을생성하기위해서주소PDSN ACR

획득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소획득은 네트워크 개체의 와. ID IP

와의 매핑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네트워크에서는Address , WiBro MS

가 초기에 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Downlink DCD(Downlink

메시지를사용하며Channel Description) DL-MAP (Downlink MAP)

내에 비트의 가 정의되어 있다 또한48 Base Station ID . , CDMA2000

이동 통신망에서는 메시지 내에 비트의Origination 15 System

과 비트의 비트의Identification 16 Network Identification, 8 Packet

의 전송을정의하고있다 네트워크의 비Zone Identification . WiBro 48

트의 를 이동 통신망의Base Station ID CDMA2000 PREV_SID,

에 매핑하고 남은 비트를 의 식별 로PREV_NID, PREV_PZID RAS ID

매핑하고 과 내의 을 이용하여, PDSN ACR IP Mapping table IP

와의 매핑을통하여이전네트워크에대한주소정보를취득할Address

수 있다 이때 이동통신망의. , CDMA2000 PREV_SID, PREV_NID,

와 같은PREV_PZID PREV_ANID(Previous Access Network

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과 네트워크의Identification) PDSN WiBro

로 얻어낼 수 있는 에 대한 을 위한Base Station ID ACR IP Mapping

은 각 네트워크 개체 즉 과 에 미리 배치되Mapping table , , PDSN ACR

어 있어야 한다.



성능 평가4.

시뮬레이션 환경 및 모델4.1

본 방안에 대한 성능 분석은 단말이 계속 이동하며 이동시 다른 망으

로의접속을시도한다는가정하에이루어지며 시간에따른패킷손실률,

과 핸드오프시 손실 패킷에 대해 나타낸다 비교 대상은 핸드오프. L3

방안과 제안하는 핸드오프 방안으로 하며 제안하는 핸드오프L2 , L2

방안의성능검증을위한시뮬레이션환경의부분적인모습은그림 과3

같다 단말은 네트워크와 이동통신망을 위해 각각. WiBro CDMA2000

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가지며 네트워크의, WiBro RAN(Radio

과 이동통신망의 은 서로 인접한Access Network) CDMA2000 RAN

셀이 연속해서계속존재하며 단말은각 네트워크를 지나계속이동한,

다.

본 절에서는제안하는 방안과 방안과의성능분석을위해다음L2 L3

과 같이 기호를 정의한다.

표 시뮬레이션 기호정의1

제안하는 핸드오프 방안은 다음과 같은 지연시간을 가진다L2 .

   핸드오프(L2 )

은 단말이 해당 네트워크의 링크를 검색하는 소요시간이며,

은 네트워크 상에서 시그널링에 소요되는 시간을 뜻한다 또한. ,

 는 각 시그널링이 이루어지는 구간간의 시간을 통해 계산되며

네트워크에서 이동통신망으로 이동할 때WiBro` `CDMA2000`

      이며 이동, CDMA2000

통신망에서 네트워크로 이동 할때WiBro

     이다.

실제적으로 에 따른 패킷 손실 구간은 핸드오프 구간과

일치하지 않는다 패킷 손실 구간은 패킷이 이나 에서 버퍼. PDSN ACR

링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에서 구간까지 존재하게 된다.

이 새로운 네트워크에 시그널링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과MN ACR

간 양방향 터널이 생성되는PDSN 시간까지의 구간부터 버퍼링을

시작하게되고이때까지의시간이패킷손실이발생하는구간으로존재

한다 이에 반해 기존의 핸드오프 방안에서는 제안된 방안에서의. , L3

핸드오프 지연 시간을 포함하여 터널 절차를 모두 마치는, L3

구간까지 패킷 손실 구간으로 나타난다 이는 핸드오프. L3

방안에서는 이 터널절차이전에단말의핸드오프에대해알수MN L3

없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시뮬레이션은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따른다 각. WiBro,

에서 로의 이동 에서CDMA2000, WiBro CDMA2000 , CDMA2000

로의 이동은 각각 구간의 거리와 속도에 관련되어WiBro ,

, , 의 소요시간을 갖는다 본 시뮬레이션은.

실시간 스트리밍서비스와 웹서핑 등의 서비스 두 가지의 트래픽모델,

을 가지고 수행된다 제시하는 시나리오에 따르면 초기 은. , MN WiBro

영역에서이동을시작한다 이때 영역에중첩되지않고독. CDMA2000

립적으로 존재하며 이러한 구간은 시나리오상의 구간 과 구간 이다, 1 5

초기 은 구간 에서 이동을 시작한다 이 이동하여 구간 간MN 1 . MN 1-2

핸드오프가수행되어지며 이이동함에따라각구간을거치게되며, MN

구간간의 경계에서 핸드오프가 발생한다.

실시간스트리밍서비스는일정간격( 을 가지고동일한크기)

의 패킷을전송하는 트래픽 모델을상정하며 웹서비스는 임의의시간,

간격( 으로일정한크기로패킷을전송받는형태의트래픽모델로)

상정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및 분석4.2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와 서핑 서비스 환경을 상정하여 시Realtime Streaming Web

뮬레이션을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은제안하고있는 핸드오프방안. L2

과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핸드오프방안 중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L3

있는 네트워크 상에서의 의 패킷손실과 지연시간을IPv4 Mobile IPv4

감소시키기 위해 제안된 의Low Latency Handoff Post Registration



과 유사한 방안과의 비교로 수행되었다 를 선택한 이유는.Mobile IPv4

네트워크가 현재 널리 보급된 상황이 아니며 현존하는IPv6 ,

이동통신망과 새로 배치될 역시 기존망과의 연동CDMA2000 WiBro

을 위해서 의 네트워크로 구성되기 때문이다IPv4 .

그림 부터 그림 에서 보이는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제안된5 10

핸드오프방안은전체적으로우수한성능을보이고있다 그림 부터L2 . 5

그림 까지는 각 결과는 각각 서핑 서비스로 상정된 버스트한 패7 Web

킷 특성을갖는 와 의패킷Interactive service CBR(constant bit rate)

특성을갖는 에대하여속도의변화에따른패킷손실Realtime service

률에 대한값을도시화한것이다 고속에있어서의패킷손실률은제안.

한 핸드오프 방안과 핸드오프 방안과 큰 차이를 보인다L2 L3 .

그림 부터그림 은동일한두서비스에대하여각핸드오프과정중8 10

의 평균 손실 패킷수를 도시화하여 나타낸다 핸드오프시에 발생하는.

손실 패킷의 수를 평균화한 값으로 버스트한 패킷 특성을 갖는,

에서는 약간의 변동폭이 존재하지만Interactive Service , Realtime

에서는 항상일정한폭이유지되는것을알수있다 이는기존Service .

의 방안이 연결설정중의발생하는패킷손실외에도추가적인 방L2 L3

안의 동작절차 중 발생하는 패킷손실이 추가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

다.

결론5.

본 논문에서는차세대이동통신으로곧상용화를앞둔 네트워WiBro

크와 이동 통신망 간의 연동시 낮은 지연을 위한 핸드CDMA2000 L2

오프 방안을제시하였다 제안하는 핸드오프방안을위하여. L2 , WiBro

네트워크의 과 이동 통신망의 을 재정의하고ACR CDMA2000 PDSN ,

전체적인 동작절차 및 고려사항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핸드오프 방안은 메시지를 사용함으로써L2 L2

추가되는 메시지가 존재하지 않으며 기존의 핸드오프 방안에 비하, L3

여 메시지의시그널링으로인한고속이동시의패킷손실을감소시킨L3

다 그러나본방안을적용시키기위한단말과네트워크개체에대한기.

능적인추가부분은불가피하며 향후계획으로추후연구를통해 메, L2

시지를 사용하여 단지 패킷 손실만을 감소시키는 방안에서 이상에L3

서의 정보처리 및 연결성 유지에 대한 전체적인 방안이 추가되어진다

면 더욱 유용해 질 것으로 사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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