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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선 상에서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더 빠르고 고속의 서비스가 필

요로 하게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데이터 서비. CDMA2000

스와 무선 서비스와 같이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받을LAN

수 있는 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

다 서로 상이한 특징 을 가진. [1] 두 서비스를 이용하여 댁

내에서는 무선 에 접속하여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를LAN

제공하고 옥외로 이동시에 이동통신망에 접속하여 댁, 3G

내에서 끊김 없는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된

다 이러한 무선 과 망간의 연동에 대해. LAN cdma 2000

현재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에서 사용

하고 있는 의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는CDMA2000

에서는3GPP2 를 이동성 프로토콜로써MIP (Mobile IP)

채택하였으며 특히 는 등의 이종망간의, MIP 3G-WLAN

로밍 및 이동성 지원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 이 외에도. 의 또는 의3GPP UMTS 3GPP2

이동통신망과 무선 의 연동망 구성방안cdma2000 LAN

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네트워크의[2,3,4,5]

연동 구조에 따라 소결합(loosely coupled integration)

및 밀결합 연동 방안으로 나(tightly coupled integration)

누어진다 소결합 연동은 망과 무선 이. cdma2000 LAN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하면서 단지 과금과 인증 관련 연

동을 위한 인터페이스만을 정의하게 된다. 관련 인터페이

스는 상위 계층에서 정의될 수 있어서 비교적 구현 및IP

적용이 쉬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에서 정의된. , UMTS

위치제어 보안 등의 고급 기능이 망에서는, QoS, WLAN

지원되지 않는다 관련 연동을 위해 인증 및 과금 등의.

기능과 기반의 이동성 지원 기능 등이 고AAA Mobile IP

려되고 있다 밀결합 연동구조에서는 무선 과. LAN

망에 대한 하나의 접속망으로 분류한다 무선cdma2000 .

의 와 의 사이에LAN AP (Access Point) cdma2000 PDSN

이 위치하며 와의 연동을 위IWU(InterWorking Unit) IWU

한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있다 밀결합 연동구조에서는. Iu

기반 인터페이스를 통해 무선 접속시스템은LAN

망에서와 동일한 이동성 및 보안 기능 등cdma2000 , QoS

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및 관련 인. IWU

터페이스에 대한 추가 표준화 작업이 요구되는 부담도 있

다 하지만 언급한 두 연동 망 환경에서 단말이 다른 망로.

이동하는 경우 각 망에서 사용되는 장치의 특성에 따라 주,

파수 대역이 달라져서 접속이 끊어지고 끊김 없는 서비스

가 불가능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밀결합 연동망과 소결합

연동망에서 핸드오프를 관리하여 끊김 없는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는 이중 모드의 단말 시스템의 구현을 제안 한

다 구현한 이중모드 단말은 네트워크의 상태를 파악하여.

사용할 네트워크를 선택 연결하는 역할과 네트워크 설정의

역할을 담당하여 끊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논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구현한 이중. 2

모드 단말이 동작하는 연동 망의 구조와 동작을 절에서는, 3

이중모드 단말의 구조와 구현 동작을 살펴보고 절에서 결, 4

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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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패킷 데이터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동통신망의 패. CDMA2000
킷데이터 서비스는 넓은 영역을 커버하는 대신에 비용이 높고 대역폭이 낮다 반면에 무선. 802.11b LAN
의 경우 작은 지역만을 커버할 수 있지만 대역폭이 크고 비용이 낮은 특성이 있다 따라서 무선 과. LAN

이동통신망과 효율적으로 연동하여 사용한다면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기CDMA2000 .
존 이동통신망과 무선 의 효율적인 연동을 통해서 끊김 없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중CDMA2000 LAN
모드 단말의 구현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중모드 단말은 무선 네트워크의 상태를 파악하여.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자동으로 연결을 관리한다 또한 끊김 없는 핸드오프를 위한 동작을 통해 사용자가.
끊김 없는 데이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동망2.

연동망 구조2.1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단말의 동작을 위한 연동망은 다

음과 같다 망 동작과 모듈을 직접 정의한 밀결합 연동.

망 방식과 를 사용한 소결합 연동망 방식의 두Mobile IP

가지 망구조를 사용한다 밀결합 연동 망에서 무선. LAN

영역의 경우 여러 대의 를 담당하며 역할을 하AP IWU

는 를 사용한다 는 망의 과의APC . APC cdma2000 PDSN

터널 구축을 통하여 망 사이의 이동성을 제공한다 소결.

합 연동망에서의 경우 를 사용하여 무선Mobile IP LAN

과 망 사이의 이동성을 제공한다cdma2000 . cdma2000

망의 이 의 역할을 담당PDSN Mobile IP Foreign Agent

하고 무선 영역에서는 와, LAN Home Agent Foreign

를 사용한다Agent .

네트워크 동작2.2

본 논문에서는 이동성과 끊김 없는 서비스의 보장을 위

해 밀결합 연동 구조와 소결합 연동 구조에 대한 이중모

드 단말 시스템을 제안한다.

밀결합 연동망2.2.1

밀 결합 연동 망에서의 동작은 무선 을 이용할 경우LAN

표준의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해 네트워크802.11b LAN

와 연결이 되고 를 통해 주소를 할당 받는다DHCP IP .

망에서 단말은 로 연결하게 된다 기존CDMA2000 PPP .

연결의 설정이 아닌 를 통해 주소를PPP IPCP DHCP IP

할당받는다 그림 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단말이 무. 1

선 에서 망으로 이동할 때의 세부 동작LAN cdma2000

절차를 보여 준다.

HAT 1xBSS vPDSN AP vAPC

IP packet delivery

Movement Prediction

1. TCH Setup 2. R-P Setup

3. LCP Negotiation

7. A-P Registration Request (lifetime>0)

8. A-P Registration Response
 A-P Setup

Movement Detection

10. H-P Handoff Complete
11. A-P Registration Request (lifetime>0)

12. A-P Registration Response
13. H-P Handoff Complete Ack

PPP frame delivery GRE tunneling

L2 Update

4. DHCP Discover(AP-option)
5. DHCP Offer (AP-option)

6. DHCP Request (AP-option)

9. DHCP Ack

그림 제안하는 밀결합 연동망의 단말 세부동작절차1 :　

단말이 타 망으로의 이동을 하는 경우 이동할 망의 장치

로 연결을 설정한다 이 경우 새로 연결이 설정된 장치.

에 수정된 의 동작으로 같은 주소로 설정이 되DHCP IP

고 과 간 터널을 설정하여 끊김 없는 데이터PDSN APC

전송이 가능하다.

소결합 연동2.2.2

소 결합 연동 망에서는 를 사용하여 이동성을Mobile IP

제공한다 네트워크에서는 의 표준으로 정[6]. Mobile IP

의 되어있는 와 를 사용하고Foreign Agent Home Agent

인증 방식으로는 인터페이스가 바뀌기 때문에 암MD5

호화를 사용하여 인증을 수행한다.

이중 모드 단말의 구현3.

본 논문에서 구현하는 이중 모드 단말은 기반의ARM

를 가진 를 사용하는 에서 동작PXA255 CPU Linux PDA

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보드는 에서. PalmPalm Tech

제조되었으며 모듈을 내장하고 있으며, cdma 2000 1x

형태의 무선 카드를 사용Compact Flash 802.11b LAN

한다 또한 단말의 는 의. User Interface Troll Tech

를 사용한다 단말 내부에는 라Qtopia . Handoff Manager

는 프로그램을 내장하고 가 단말의 이Handoff Manager

동과 네트워크 설정 데이터 전송 감시의 역할을 담당한,

다.

이중 모드 단말 구조3.1

단말에서 사용되는 의 구성은 그림Handoff Manager

와 같다2 .

그림 2 : Handoff Manager

밀결합 연동 망에서 사용되는 는Handoff Manager

망에 연결하는 과 네트워크에 접cdma2000 PPP deamon

속했을 때 주소를 할당 받을 수 있는 두, DHCP client

가지 프로세스와 를 통해 상호 동작한다IPC . Handoff

는 를 담당하는 메인 스레드 네Manager User Interface ,

트워크의 무선 신호 세기를 측정하는 Signal Monitor,

데이터가 전송 중인지를 판단하는 Data flow monitor

세 개의 스레드로 구성되어 동작한다 소결합 연동망의.

경우에는 대신에 의DHCP client Mobile IP Mobile

를 사용한다 는 유저가 직접 핸Node . Handoff Manager

드오프를 조정할 수 있는 버젼과 자동으로 핸드오User

프를 수행하는 데몬 형태의 버전으로 나누어진다. Signal

와 는 자동모드에서 동작한Monitor Data flow Monitor

다 그림 은 유저 버젼의 의. 3 Handoff Manager User

이다Interface .



그림 3 : Handoff Manager User Interface

자동 모드에서 사용되는 는 무선Signal Monitor LAN

에서 보내는 신호의 세기를 지속적으로 감지하여AP

시점을 감시하는 기능을 한다Handoff . Data flow

는 데이터의 송수신 여부를 감지하여 데이터 전Monitor

송이 종료 되면 기존의 의 터널을 해제하고 현Handoff

재의 연결되어있는 인터페이스로 새로운 연결을 설정한

다 사용자는 의 설정파일을 조작해서. Handoff Manager

초기에 원하는 연결을 설정하고 신호강도 설정을 통해,

원하는 시기에 핸드오프를 할 수 있다 사용자는 원하는.

방식의 핸드오프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중 모드 단말의 구현 및 시험3.2

를 내장한 단말의 동작을 테스트하기Handoff Manager

위하여 삼성전자의 와 를 사용하였다 밀BTS BSC, PCF .

결합 연동의 은 와 을 설정하기 위한PDSN APC Tunnel

수정된 을 사용하였다 소결합 연동의 경우 헬싱키PDSN .

공과 대학의 의 와Dynamics Mobile IP Home Agent

를 사용하였다 단말의 동작 시험은Foreign Agent . VOD

서비스를 통해서 핸드오프를 시험하였다 그림 는. 4 VOD

서비스를 통해 이중 모드 단말을 시험하는 그림이다.

그림 4 : VOD Service

실험 시 핸드오프 딜레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밀결

합 연동 망에서는 두 개의 신호세기의 임계값을 설정한

다 우선 무선 영역에 있을 때 무선 신호 세. LAN LAN

기가 첫 번째 설정 신호 세기 이하로 내려가면 과PDSN

연결을 시도한다 연결 설정이 완료 되고 신호 세PPP .

기가 두 번째 설정 세기보다 작아지면 무선 연결을LAN

끊고 모듈로 통신을 하게 된다cdma2000 . cdma2000

영역에 있을 때 반대로 무선 신호 세기가 두 번째LAN

세기보다 높아지면 무선 연결 설정을 하고 신호세LAN

기가 첫 번째 값을 넘어가면 무선 으로 통신을 한LAN

다.

소결합 연동 망에서는 의 기본동작을 사용하Mobile IP

게 되면 메시지를 기다리는 동안Router Advertisement

의 딜레이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Handoff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단말에서 통신에 사용하

는 장치를 변경할 때 망과 연결 직후 새로 연결된 장치

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핸드오프 딜레Agent Solicitation

이를 줄인다.

결론4.

본 논문에서는 망과 무선 의 연동방안과CDMA2000 LAN

연동시의 끊김 없는 서비스를 위한 고속 핸드오프 방안

을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단말과 시스템은 삼.

성전자에서 실제 환경 상에서 테스트를 마쳤다 서로 다.

른 특성을 가진 망 사이를 를 사용한Handoff Manager

이중모드 단말을 사용하게 되면 수직적 핸드오프 시 최

소한의 데이터 손실로 타 망간의 이동성과 끊김 없는 서

비스를 보장할 수 있다 향후 과제로 단말의 실제 환경.

상에서 핸드오프의 성능에 대한 자세한 측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 현재 표준화가 진행 중인 휴대 인터넷의 인.

터페이스가 추가 된다면 휴대인터넷 망으로의 핸드오프

지원이 손쉽게 가능할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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