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1.
현재 및 이동 통신망에서cdma2000 1x 1xEV-DO 9.6kbps

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무선~ 2.4Mbps ,
및 이동 환경에서의 보다 높은 대역폭의 서비스를 위해 세대4
이동통신 시스템을 비롯하여 및 등IEEE 802.16 IEEE 802.20
에서 수십 수백 의 데이터 서비스 규격을 제정 중에 있~ Mbps
다 이에 따라 이동성을 제공하는 초고속 고품질의 멀티미디. ,
어 서비스의 휴대 인터넷 서비스를 기대(PI: Portable Internet)
할 수 있으며 휴대 인터넷 기술 중 하나인 전자통신연구소,

에서 정의한 시스템(ETRI) HPi(High-speed Portable Internet)
을 살펴보면 의 이동성과 의 데이터 서비스를, 60Km/h 50Mbps
목표하며 을 바탕으로 한 을 기초로 다중, OFDM IEEE 802.16 ,
접속과 듀플렉스 방식은 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OFDMA/TDD ,
림 과 같은 망구조를 가진다 휴대 인터넷의 망구조의 표1 [7].
준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림 과 크게 다르지 않을, 1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휴대 인터넷의 구성을, HPi
예로 설명하고자 한다.1)

표 에서 나타나듯 이동 통신 시스템과 휴대 인1 , cdma2000
터넷은 상이한 특성을 보이는데 휴대 인터넷의 작은 서비스,
커버리지를 이미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동통cdma2000
신망과 효율적으로 연동하여 해결한다면 여러 측면에서 큰 효
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두 망간의 연동 서비스를 고.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안은 휴대 인터넷으로 국한되지, HPi

않음을 밝혀둔다.

려할 때 휴대 인터넷은 무선 랜과는 달리 단말의 이동성을 제,
공하는 서비스이므로 두 서비스간의 핸드오프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속적이고 끊김없는 서비스를 위한 방안을 신
중히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연속적인 서비스를.
위한 휴대 인터넷과 이동통신망의 연동 방안을 제cdma2000
안한다 효율적인 전체 연동망 구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구. ,
현 방안을 정의함으로써 기존 이동통신망과 휴대, cdma2000
인터넷 간의 핸드오프 성능 모델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연동 방안은 밀결합 연동 구조로 인해
통합된 사용자 인증 및 과금을 수행하기 용이하며 끊김없는,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이. , cdma2000
동통신망의 수정 또는 추가 구현 없이 개발 가능하며 이중 모,
드 단말의 구현 시에도 복잡도가 최소화된다 본 논문의 구조.
는 다음과 같다 절에서는 관련 연구로서 무선랜간의 연. 2 3G-
동 방안을 소개하고 절에서는 휴대 인터넷과 이, 3 cdma2000
동통신망의 연동시 고려사항을 살펴보고 연동망 구조를 정의,
하며 구체적인 연동 방안을 기술하고 절에서 결론을 맺는다4 .
관련 연구2.

이동통신망과 타 망의 연동에 관한 연구를 살펴cdma2000
보기 전에 및 이동통신망을 간단히, cdma2000 1x 1xEX-DO
소개하면 그림 와 같다 그림 에서 는2 [1]. 2 BTS, BSC, PCF

무선 접근망 을 구성cdma2000 (RAN:Radio Access Network)
한다 는 물리 계층 처리를 담당하며 일반적으. BTS cdma2000
로 와 링크를 통해 연결된다 는 스위치BSC E1/T1 . BSC ATM
를 포함하여 무선 접근망내에서의 노드간 연결을 담당하며 호,
처리 핸드오프 처리 자원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 ,

를 처리하여 무선채널에서의 높은 손RLP(Radio Link Protocol)
실을 보완한다 는 무선 접근망과 데이터 핵심망 을. PCF (DCN)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소위 인터페이스 처리를 수행, R-P
한다 한편 현재의 무선 접근망은 망으로 구성. , cdma2000 ATM
되나 기반으로 진화 중에 있다 데이터 핵심망은, IP . cdma2000
그림 와 같이 로 구성되며 로 연결된다2 PDSN, HA, AAA IP .

은 를 처리하여 패킷 서비PDSN PPP(Point-to-Point Protocol)
스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설정 과정에서, 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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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및 이동통신망을 통해 패킷 데이터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으며 보다 높cdma2000 1x 1xEV-DO ,
은 대역폭의 서비스를 위하여 휴대 인터넷 서비스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다 고속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하.
나 서비스 커버리지가 작은 휴대 인터넷 서비스를 이동통신망과 효율적으로 연동하여 사용한cdma2000
다면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기존 이동통신망과 휴대 인터넷의 효율적인. cdma2000
연동망 구조와 그 세부적인 연동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밀결합 연동 구조는 기존.

이동통신망의 수정 및 추가 구현 없이 통합된 사용자 인증 및 과금을 수행하기 용이하며 연속cdma2000
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및 휴대 인터넷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이중 모드 단말, cdma2000
의 구현 시에도 복잡도가 최소화된다.

그림 휴대 인터넷의 망 구성1 :

Cost Data Rate Coverage

cdma2000 High Low High

휴대 인터넷 Low High Low

표 과 휴대 인터넷의 비교1 : cdma2000



단말에 주소를 할당한다 또한 사용자 인증을 위해IP . PAP
또는(Password Authentication Protocol) CHAP(Challenge

Handshake 을 수행한 후Authentication Protocol) , RADIUS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와 연동한다 은 무선 접근망과AAA . PDSN
계층적으로 구성됨으로써 단말이 의 처리 지역을 벗어나PDSN
게 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사용하여 이동성 관리를mobile IP
수행하며 기능을 담당한다, mobile IP FA .
한편 최근 무선랜 의, (W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

활성화에 힘입어 이동통신망과 무선랜간의 서비스 연동에3G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에서는 무선, 3GPP 3G-
랜 연동에 대한 요구사항 및 시나리오를 단계로 정의하고 있6
으며 단순한 사용자 인증 및 과금에 대한 로밍 서비스에서부,
터 망간 핸드오프시 연속적이고 끊김없는 서비스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또는[3]. , 3GPP UMTS 3GPP2

이동통신망과 무선랜의 연동망 구성방안에 대해 많cdma2000
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요약하면 그림 과 같이[4,5,6], 3
나타낼 수 있다.2) 무선랜 연동망 구성은 그림 과 같이 소3G- 3
결합 연동 및 밀결합 연동(loosely-coupled integration)

방안이 존재한다(tightly-coupled integration) .

소결합 연동 방안은 망과 무선랜이 별도로 존재하면서 독3G
립적인 서비스를 수행하고 로밍 서비스를 위해 인증 및 과금,
연동을 수행하는 게이트웨이가 추가된다 그리고 무선랜. , 3G-
간 이동성 제공은 기반으로 한다 한편 그림 의mobile IP . , 3
밀결합 연동은 무선랜 가 데이터 핵심망에 연결되어 통AP 3G
합된 사용자 인증 및 과금 통합된 망관리가 가능하며, mobile
에 기반한 소결합 연동방안에 비해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이IP
수월하다 소결합 연동 방안은 새로운 규격 개발이 최소화되어,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초기 단계의 연동 방
안에는 적합하나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존재할 수 있
고 밀결합 연동 방안은 관련규격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많이,
요구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구조로 분석하
고 있다 따라서 무선랜 연동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는[8]. , 3G-
밀결합 연동 방안보다는 소결합 연동 방안에 촛점을 맞추고 있
는데 이는 의 서비스 특성상 단말의 이동성이 크지 않다, WLAN
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루슨트 벨 연구소에서는 그림 과 같이 소결합 연동 및 밀결3

그림 에서는 이동통신망을 기준으로 나타내었3 3GPP2 cdma2000

으나 이동 통신망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3GPP UMTS

합 연동 구조를 소개하고 소결합 연동 구조에 촛점을 맞추어,
프로토타입IOTA(Integration Of Two Access technologies)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는 연동 게이트웨이와 단말의[6]. IOTA
연동 로 구성된다 또 다른 구현 연구로 연구소에서S/W . AT&T
도 이와 유사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구현하여 성능을 제시하
고 있다 에릭슨 및 노키아에서도 무선랜 연[5]. 3GPP UMTS-
동을 위하여 소결합 연동 구조를 기반으로 를 통한mobile IP
이동성제공 및 사용자 인증 과금을 위한 망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모토롤라 연구소에서는 무선랜 연동을 위해. , GPRS-
소결합 연동 구조와 밀결합 연동 구조를 함께 제안하고 두 방,
안에 대한 비교를 제시하고 있으며 표 에서 이를 정리한[4], 2
다 그런데 에서 제안한 그 밀결합 연동 방안은. , [4] GPRS L1,
계층을 무선랜으로 대체한 것으로 계층은 그대로L2 GPRS L3

사용되어 단말 및 그림 의 게이트웨이에서 기능을, 3 GPRS L3
모두 지원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한다.
휴대 인터넷과 이동통신망의 연동3. cdma2000

연동망 구조3.1
본 절에서는 표 의 분석을 참고하여 휴대인터넷과2

이동통신망의 연동망 구조를 정의한다 고정된 지cdma2000 .
역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무선랜과 달리 휴대 인터넷은 이동,
하는 단말에 대해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휴대용 인터넷의 셀반경이 작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의 서비
스는 고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표 의 이동성 제공 항목을. , 2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소결합 연동구조는 서비. mobile IP
스에 의해 단말의 이동성이 제공되나 밀결합 연동 구조에서는,

서비스로도 연속적인 서비스의 이동성이 제공된다simple IP .
본 논문에서는 현재 이동통신망의 수정 및 추가구cdma2000
현을 최소화하고 휴대 인터넷과 이동통신망의 연, cdma2000
동을 위해 밀결합 연동 구조를 대상으로 하는 세부적인 동작
절차 및 프로토콜 구조를 제안한다.

그림 는 이동통신 노드간의 인터페이스를 나타4 cdma2000
낸다 사이의 접속규격인 인터페이스와. BTS - BSC Abis BSC

의 접속규격인 인터페이스는 비록 로의 진화가- PCF A8/A9 , IP
진행중이나 현재 구현은 이다 또한 간 인터페, ATM . , PDSN P-P
이스는 간 빠른 핸드오프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휴대 인PDSN .
터넷 는 접속규격을 위해 에 접속해야 한다AP A10/A11 PDSN .

데이터 서비스는 단말과 사이에 를 통해cdma2000 PDSN PPP
이루어지므로 은 휴대 인터넷과 서비스를 구, PDSN cdma2000
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연동 지점이다 따라서 휴. ,
대 인터넷의 는 그림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로부터의AP 5 AP
메시지 또는 데이터를 규격에 따라 변환시키는A10/A11

를 통하여TIG(Tightly-coupled Integration Gateway) A10/A11
인터페이스에 의해 로 접속된다PDSN .

연동 방안3.2
본 절에서는 그림 의 망구조 하에서의 프로토콜 구조 및 세5
부적인 연동 방안에 대해 기술한다 기존 이동통신. cdma2000
망의 노드에 대한 수정 및 추가구현은 최소화 되어야 함을 전
제 조건으로 한다 데이터 서비스의 프로토콜 구조. cdma2000
는 그림 과 같다 단말과 은 를 통해 패킷을 전6 . PDSN PPP IP
달하며 설정 과정에서 사용자 인증 및 주소를 할당받는, PPP IP
데 반해 휴대 인터넷의 표준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는 수, , PPP

그림 이동통신망의 구성2 : cdma2000

그림 이동통신망의 연동 지점4 : cdma2000

밀결합 연동 소결합 연동

인증 및 과금 인증 및 과금 사용GPRS 게이트웨이를 통한 연동

이동성 제공
내에서의SGSN

핸드오프로 이동성 제공
를mobile IP

이용한 이동성 제공

서비스파라미터
보안 등 서비스Qos,

파라미터 전달 유리
불리

망 관리 통합 관리 개별 관리

추가 개발 크다 작다

표 소결합 연동과 밀결합 연동의 비교2 :

그림 연동 구조3 : 3G-WLAN



행하지 않고 사용자 인증을 위해 를 사용하며 주, EAP/TLS , IP
소할당을 위해 가 고려되고 있다DHCP .

그러나 휴대 인터넷을 이동통신망에 밀결합 구조cdma2000
로 연동하여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말에서
를 사용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 인증 및 주소할당을 수행PPP IP

하는 시스템의 방안을 수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cdma2000 .
이는 이중 모드 단말의 구현 복잡도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하
며 휴대 인터넷 는 처리와 무관하므로 휴대 인터넷 표, AP PPP
준 규격에 의해 독립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프로토콜 구조는 시스템의 프로토콜 구조를 고cdma2000
려하여 그림 과 같다7 .

그림 의 이중모드 단말에서는 계층은 및7 IP,PPP cdma2000
휴대 인터넷 서비스에서 공유되며, ISL(Interface Selection

에서 최적의 무선 접속을 선택한다 동작 절차는 그림Layer) . 8
을 통해서 자세히 기술한다 먼저 휴대 인터넷 영역에서 단.
말은 무선 접속을 시도한다 이와 동시에 휴대 인터넷 는. AP
에 등록하여 과의 연결을 설정한다 간 접속TIG PDSN . AP-TIG

규격은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본 논문에서는, A10/A11
과 유사한 메시지 및 프로토콜 구조를 가정한다.
한편 에 접속하기 위한 메시지에는 단말의, PDSN A11 IMSI

정보가 포함되어야(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하고 이를 통해 에서는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PDSN
다 시스템의 경우에는 무선 접속 규격을 통해 기. cdma2000
지국이 해당 정보를 파악하지만 휴대 인터넷 는 이를 알 수AP
가 없다 이와 유사한 기능을 위해 에서는 시그널링 메시지. [4]
를 추가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러한 추가의 절차는 상당한 오,
버헤드를 유발한다 휴대 인터넷 단말은 바이트의 주소를. 6 MAC
사용한다 는 숫자 진수 로 구성되므로 이를 표현하기. IMSI 15 (10 )
위해서는 최소 바이트가 필요하다 그러나 의 상위 자8 . , IMSI 5
는 국가코드를 표현하므로 국가간 로밍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정보가 주소를 통해 전달될 수 있다 그리고 만일 국IMSI MAC . ,

가간 로밍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와 같이 추가의 시그널링[4]
메시지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IMSI .
본 논문에서는 휴대 인터넷의 주소를 중 숫자인MAC IMSI 10

으로 표현하는 방안을 제안MIN(Mobile Identification Number)
한다 무선 접속 및 간의 연결이 이루어진 후. AP-TIG-PDSN ,
단말과 은 설정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 인PDSN PPP .
증 및 주소 할당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데이터 트래픽 설정IP .

절차가 이루어진 후 데이터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이동안, . ,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에 의해 과금정보가 생cdma2000 PDSN

성되어 에 전달된다 그런데 은 해당 단말이AAA . , PDSN

cdma2000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지 휴대 인터넷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가 없다 이에 따른 서비스 차별화.
또는 상이한 과금 정책을 위해서는 에 단말이 접속하고PDSN
있는 무선 접속규격을 전달해야 한다.

및 서비스는 메시지에 서비cdma2000 1x 1x EV-DO A11
스 옵션 값을 정의하여 사용하면 접속 규격의 변경, A10/A11
없이 은 해당 단말의 무선 접속 규격을 판단하여 과금PDSN
및 서비스 차별화를 취할 수 있다 한편 휴대 인터넷 서비스. ,
영역을 벗어나게 되어 서비스로의 핸드오프가 결정cdma2000
되면 단말은 데이터 서비스의 동작 절차를 수행하, cdma2000
게 되어 연속적인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이때 핸드오프를. ,
위한 무선 접속 및 시그널링 절차 동안에 도착하는cdma2000
패킷들은 에서 버퍼링 된다 즉 휴대 인터넷 서비스 영PDSN . ,
역에서 서비스로의 핸드오프를 시도하기 전에 단말cdma2000
에서는 휴대 인터넷 데이터 채널의 해제를 알리면 에서PDSN
는 버퍼링을 시도하고 새로운 연결이 생성되면 버퍼링 되었던,
패킷을 전송한다 이후 다시 휴대 인터넷 서비스 영역으로 돌. ,
아가게 되면 그림 의 앞부분이 다시 수행되나 이미 세션8 PPP
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설정은 필요가 없다PPP .
결론4.

이동통신망과 휴대 인터넷의 연동은 높은 이동성cdma2000
과 보다 높은 대역폭의 서비스와 끊김없고 연속적인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사업자가 사용자 인증 및
과금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뛰어나다 또한. ,

이동통신망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점과 휴대 인터cdma2000
넷이 아직 표준화가 진행중인 점을 고려할 때 이동cdma2000
통신망의 추가 구현이나 수정을 최소화한 본 논문의 연동방안
은 매우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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