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1.
무선 및 이동 환경에서 보다 높은 대역폭의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 을 비롯하여 많은 규격들이 제정되고 있IEEE 802.16
으며 국내에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주관하에, (TTA) 60Km
의 이동성과 의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가 규격/h 50Mbps WiBro
화되고 있다 는 을 기반으로 다중접속과 듀플렉. WiBro 802.16
스 방식을 으로 하는 그림 과 같은 망구조를 가지OFDMA/TDD 1
고 있다.[1]

서로 상이한 특성을 가진 이 이미 배치되어 있는CDMA, WLAN
상황아래 의 출현은 이기종망간의 연동의 중요성을 부각, WiBro
시켰다 본 논문은 도입에 따른 이기종망간 연동에서의. WiBro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인 연동 방안에 대해 제안하
고 연동시 발생하는 핸드오프 문제에 대해 끊김없고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기종망간 고속 핸드오프 방안을 제
시한다 본 논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절에서는 관련연구로. . 2
이미 제안된 연동 방안 및 핸드오프 방안에 대해 간략히 살펴
보고 절에서는 연동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 3
별 연동 방안을 제시하며 절은 이기종망간 고속 핸드오프 방, 4
안을 제시한고 절에서 결론을 맺는다5 .
관련 연구2.
이기종망간 연동 방안2.1
최근 의 활성화에 힘입W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

1) 본 논문은 년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휴대2004 “2.3GHz

인터넷과 무선랜 및 망과의 연동방안 연구 위탁과제 지CDMA ”

원에 의한 결과임을 밝혀둔다.

어 이동통신망과 간의 서비스 연동에 대한 연구가 활3G WLAN
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에서는 연동에 대한, 3GPP 3G-WLAN
요구사항 및 시나리오를 단계로 정의하고 있으며 단순한 사6 ,
용자 인증 및 과금에 대한 로밍 서비스에서부터 망간 핸드오,
프시 연속적이고 끊김없는 서비스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또는 이동통[2]. , 3GPP UMTS 3GPP2 cdma2000
신망과 의 연동망 구성방안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WLAN
졌으며 이를 요약하면 소결합 연동[3,4,5], (loosely-coupled in

및 밀결합 연동 방안이tegration) (tightly-coupled integration)
존재한다 현재 루슨트 벨 연구소에서는 소결합 연동 및 밀결. ,
합 연동 구조를 소개하고 소결합 연동 구조에 촛점을 맞추어, I

프로토타입OTA(Integration Of Two Access technologies)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또 다른 구현 연구로 연구소에[5]. AT&T
서도 이와 유사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구현하여 성능을 제시
하고 있다 에릭슨 및 노키아에서도[4]. 3GPP UMTS-WLAN
연동을 위하여 소결합 연동 구조를 기반으로 를 통한mobile IP
이동성 제공 및 사용자 인증 과금을 위한 망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모토롤라 연구소에서는 연동을 위해. , GPRS-WLAN
소결합 연동 구조와 밀결합 연동 구조를 함께 제안하고 두 방,
안에 대한 비교를 제시하고 있다[3].

고속 핸드오프 방안2.2
사용자 이동에 따라 정보에 대한 접근 가용성이 중요해지고
중첩된 망 간의 핸드오프시의 연속적인 서비스가 중요한 이슈
가 되었다 이에 따라 고속 핸드오프를 위한 방안들이 제안되.
었는데 망을 기준으로 하는, IPv4 Low Latency Handoffs in M

와 망을 기준으로 하는obile IPv4 IPv6 Fast Handovers for Mo
와 서로 다른 중첩망에서의 고속 핸드오프 와 같은bile IPv6 [6]

방안들이 제안되었다 와. Low Latency Handoff Fast Handover
는 를 이용하여 핸드오프를 수행하는 방법을 취하L2 Trigger
며 다양한 특성을 가진 중첩망간에서 발생하는, Vertical Hand
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여 에서는off Latency [6] Fast Bea

등의coning, Packet Doublecasting, Header Doublecasting
방법을 사용한다 는 과. Low Latency Handoff Pre-registration

의 방법이 있는데 은 이전Post-registration , Pre-registration F
나 현재 에서 발생하는 나A FA L2-Source Trigger L2-Target T
를 이용하여 동안 미리 을 수행rigger L2-handoff registration

하는 방법이며 은 나, Post-registration L2-Source Trigger L2-
를 이용하여 이전 와 현재 사이의 양방향Target Trigger FA FA

터널링을 통해 패킷의 손실을 최소화 하는 방안다. Fast Hand
의 경우 와 같은 를 사용over Low Latency Handoff L2-Trigger

하나 가 아닌 를network-initiated handoff L2-Mobile Trigger

와 이기종 무선망 연동 및 고속 핸드오프 방안WiBr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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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높은 대역폭과 고속의 이동성을 가진 의 출현으로 기존에 존재하던 및 와 같은WiBro CDMA WLAN
이기종망간의 연동 및 통합이 부각되었다 서비스 커버리지가 넓은 나 초고속의 데이터 서비스를. CDMA
제공하는 등과의 효율적인 연동을 통해 의 효용은 더욱 커질 수 있으며 망 재사용측면이나WLAN WiBro ,
사용자의 편의면에서 매우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이기종망간의 효율적인 연동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단말의 이기종망간 이동시 발생할 수 있는 핸드오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기종망간 고속 핸드오프 방안을 제시한다.

그림 1 의 망 구조. Wi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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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이며mobile-initiated handoff , Predictive Fast Hand
와 방식이 있다 을over Reactive Fast Handover . Fast Binding

통해 핸드오버시 패킷 손실을 최소화 한다 의 경우 핸드오. [6]
버를 와 로 구분하고 핸드오버시upward downward handoff ,
패킷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버퍼링을 사용한다 에서 제안. [6]
된 가지 방안 중 은 신호를 빠르게3 Fast Beaconing Beacon
보냄으로써 단말이 일정 이상의 패킷을 수신받지 못하Beacon
게 되면 핸드오프를 수행하는 방법이고, Packet Doublecastin
의 경우 멀티캐스트 그룹내의 두 개이상의 에서 동일한g , BS
패킷의 사본을 단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현재 와 상위BS
가 동일한 패킷의 사본을 단말에게 전송하고 중복패킷들은BS ,

단말의 네트워크계층에서 수신된 패킷들과 캐시에 존재하는 패
킷들의 를 비교하여 새로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수신IP id
되는 패킷이 일정수준을 넘어서고 이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부터 수신된 패킷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핸드오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은 에. Header Doublecasting Packet Doublecasting
서 중복된 패킷은 단지 핸드오프의 지시자로써만 사용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실제 핸드오프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실제 패킷
은 버퍼에 저장하고 버퍼 내의 패킷의 를 전송하여 핸Header
드오프의 지시자로 사용하고 핸드오프가 종료된 후에 버퍼 내
의 패킷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도입 시나리오 및 연동망 구조3. WiBro
본 절에서는 의 도입에 따른 이기종망과의 연동의 부WiBro
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입시나리오 및 연동망 구조를 제안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이기종망을 서로 서비스 커버.
리지와 데이터서비스 속도면에서 서로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망과 망으로 가정한다 는 이동성과 더CDMA WLAN . WiBro
불어 높은 대역폭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기존 두 망과의 연
동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완전한.
이기종망간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노력이 필요하
며 이에 기존 망과의 연동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
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인 연동이 필요하다 본 논문.
은 단계로 연동 및 통합을 제안한다 의 도입 초기 단3 . WiBro
계에서는 각 망은 각기 존재 운용되며 사용자의, WiBro CDMA
망 영역이나 망으로의 로밍 또는 무선 인터넷 사WLAN , CDMA
용자나 사용자의 망으로의 로밍을 지원한다 이WLAN WiBro .
경우 모든 세션이 종료되고 로밍 후 서비스가 재시작되기 때,
문에 이동성은 지원되지 않는다 접속망의 변경은 사용자의 선.
택에 의해 이루어지며 접속망의 병경시 현재망의 접속을 종료
하고 타 망으로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접속망 변경
시 해당 접속망에서 요구하는 인증절차를 따라 인증을 수행하,
여야 한다 이때 를 도입하여 하나의 로 접속 를 통합. NAI ID ID
할수 있다 이 경우 비연결형 비실시간의 메일이나 인터넷 검. ,
색등의 서비스 공유가 가능하다 이후 이기종망간의 이동성 지.
원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를 이용, Mobile IP
하여 이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림 에서는. 2 WiBr
도입에 따른 이기종망간 연동 구조에 대해 보여준다o .

이러한 연동 구조에서는 를 사용하여 각 와Mobile IP HA AA
들 간의 연동을 통해 이동성을 지원한다 이 구조는A . Loosely

구조를 따르고 있으며 접속망의 선택은 단말에 의-coupled ,
해 자동적으로 지원된다 즉 망에 연결이 불가하게 되면. , WiBro

망 자동 접속이 단말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이CDMA .
러한 접속망간의 이동시 기존 인증 및 상태의 공유나 재인증을
통해 동일한 를 가지고 및 망 무선 인터넷ID WiBro CDMA , WL

망에 접속이 이루어진다 이동성을 지원하는 연동 구조의AN .
특성으로 메신저나 온라인 게임등과 같은 비실시간 연결형 이, (
동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기반의 연동) . Mobile IP
구조에서는 이나 을Location Detection Mobile IP registration
위한 메시지 교환등의 이유로 단말이 이기종망간을 이동할 경
우 핸드오프 지연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절에서 기반 이기종망간 고속 핸드오프에 대해 제안4 Mobile IP
한다 이후의 와 이기종망간의 연동은. WiBro Tightly-coupled
구조로써 을 통합 에 두어 및 타 망들Global ACR BcN WiBro
을 모두 통합하는 이동성과 를 보장하는 연속성을 제공하QoS
는 방안이다 이동성과 더불어 를 보장하는 특성으로 인해. QoS
실시간 연결형 이동형 서비스인 방송 및 스트리밍, ( ) , VoIP, Vid

등을 제공할 수 있다eo telephony .
기반의 이기종망간 고속 핸드오프 방안4. Mobile IP

본 절에서는 절에서 제안되었던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한3 M
기반의 연동 구조에서 단말이 이동함에 따라 발생할obile IP

수 있는 핸드오프 지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기종망간 고속
핸드오프 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제안하는 이기종망간 고속 핸.
드오프 방안은 망에서 적용이 되며 또IPv4 , L2-Source Trigger
는 를 사용하는, L2-Target Trigger network-initiated handoff
가 주를 이루는 의Low Latency Handoff PRE-REGISTRATION
방안을 수정하여 로써mobile-initiated handoff L2-Mobile Trig
를 사용하며 의 양방향 터널을 적용ger , POST REGISTRATION

한다 제안하는 방법의 절차는 그림 과 같다. 3 .

이동단말이 핸드오프를 수행하는 경우 를 핸드오프, L2-Trigger
발생을 알리는 신호로 사용하고 중에L2-Handoff Mobile IPv4
과정의 등록 처리과정을 수행할 수 있어서 등록처리 지연, MIP
을 거의 없앨 수 있다 또한 동시에 새로 연결된 와 기존에. FA
연결된 간의 터널을 생성하여 등록 처리절차가 완료되지 않FA
더라도 단말에 전달할 패킷을 버퍼링하여 전달하여 손실을 방
지하고 단말의 새로운 무선망에 링크접속이 이루어지면 바로,
패킷을 전달함으로써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메시지를 새로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그림, 4
은 새로 제안하는 메시지 형식을 보Proxy Router Solicitation
여준다.

은 로 에서 예약된 필드 중Type “41” IANA Proxy Router Solic
메시지임을 지정하고 한 바이트의 값은itation , Code “0”, Ch
은 패킷 전체의 검사합을 넣는다 에ecksum . Number of IDs

그림 2 도입에따른이기종망간연동구조. WiBro

그림 3 제안하는 고속 핸드오프 방안 절차.

그림 4 제안하는. Proxy Router Solicitation



는 포함하고 있는 링크 의 개수를 표시한다 는 추ID . Reserved
후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고 이후 링크 갯수만큼 바이, ID 8
트 단위의 영역이 붙는다 일반적인 무선 접속망의 링크 의ID . ID
경우 기반의 이동통신 접속의 경우 각 바이트의, CDMA 2 SID(S

와 바이트의ystem ID) NID(Network ID), 1 PZID(Packet Zone
를 포함하는 바이트의 를 사용ID) 5 ANID(Access Network ID)

하고 에서는 바이트의 무선랜의 경우, WiBro 6 Base station ID,
는 바이트의 주소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최대 바이트6 MAC 6
의 영역을 정의하고 의 형태를 지정하는 과 길이ID , ID IDType ID
를 지정하는 을 한 바이트씩 사용한다IDLEN .
그림 은 제안하는 메시지 형식5 Proxy Router Advertisement

을 보여준다.

은 로 에서 예약된 필드 중Type “42” IANA Proxy Router Adver
메시지임을 지정한다 한 바이트의 값은 이동단tisement . Code

말에서 요청하는 링크 와 부합하는 가 존재하면 을 그ID CoA “0”
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실제 통신사업자가 적용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 별도의 값을 지정하여 이동단말에 현재 상태를 알
려줄 수도 있다 은 패킷 전체의 검사합을 넣는다. Checksum .

에는 포함된 의 개수를 지정하고Number of Addresses CoA ,
에 따라서 주소 이외에 참고수준AddrEntSize CoA (Preference L

을 지정해 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로 바이트의evel) , 1 4 I
주소를 나타낸다 영역에는 이동단말의P . Care of Address Prox

으로부터 요청된 링크 들에 대한y Router Solicitation ID CoA
를 순서대로 표시하고 미확인 링크 일 경우는 값을 채워, ID Null
서 표시한다.
그림 는 에 사용되는 메시지에6 MIPv4 Registration Request

제안하는 영역이 추가된 형식을 보여Fast Handoff Extension

주는데 이는 를 설정함으로써 새로 접속된 에게 터널, F bit FA2
생성을 요구한다 영역에서 각각의 정. Fast Handoff Extension
의와 값들은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은 에서 예약된. Type IANA
필드 중 를 지정하도록 을 사용Fast Handoff Extension “43”
한다 는 전체의 길이를 나타. Length Fast Handoff Extension
내고 비트는 터널 생성을 요구하도록 로 설정된다 또한, F “1” .
비트는 터널 생성 요구에 응답에 사용되므로 으로 설정A “0”

된다 영역은 미사용 영역인데 추후 다른 용도로 사. Reserved
용이 가능하고 터널의 에 대한 주, Care-of Address Edge IP
소를 알려준다 즉 이전 의 주소가 된다. FA IP .

그림 은 에 사용되는 메시지에 본7 MIPv4 Registration Reply
발명에서 제안하는 영역Fast Handoff Acknowledge Extension
이 추가된 형식을 보여준다.

에 가 설정되어 터널 생성을 요구Fast Handoff Extension F bit
하는 것에 반해 를 설정함으로써 임을 나타낸다, A bit ACK . Fa

영역에서 각각의 정의와 값들은 다st Handoff ACK. Extension
음과 같이 사용된다 은 에서 예약된 필드 중. Type IANA Fast H

지정하도록 를 사용한다 는andoff ACK. Extension “44” . Length
전체의 길이를 나타내Fast Handoff Acknowledge Extension

고 비트는 터널 생성을 요구에 사용되므로 으로 설정한, F “0”
다 또한 비트는 터널 생성 요구에 응답하도록 로 설정. “A” “1”
된다 는 터널링 설정 요구에 대한 응답결과를 알려주는. Code
데 사용되며 으로 설정되면 성공을 이면 실패를 나타, “0” , “1”
낸다 영역은 미사용 영역인데 추후 통신사업자가. Reserved ,
터널생성의 실패 이유나 망 설정 정보 등 필요에 따라 활용이
가능하다.
결론5.
본 논문은 높은 대역폭과 이동성의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의 도입에 따라 과 같은 이기종망간의 효WiBro CDMA, WLAN
율적인 연동을 통하여 망 연동 및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
화하는 단계별 연동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기반의, Mobile IP
연동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핸드오프 지연에 대한 문제에 대
하여 이기종망간 고속 핸드오프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WiBr
도입에서 기존 망과의 완전한 통합까지는 장시간의 노력이o

필요하며 통합 전의 연동 과정에서의 끊김없는 서비스를 위한,
이동성 지원 문제는 중요하다 본 논문은 도입에서부터. WiBro
기존 망과의 연동 및 통합까지의 시나리오를 단계적으로 제시
하였고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핸드오프 지연 문제의 최소,
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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