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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년

 

월부터

 

에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무선

 

에 대한 각 계층의 역할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요약이다

 

또한 표준화 작업을 위하여 기고된 기술 문서와 현재 국책사업

으로 연구 개발 중인

 

을 토대로 하여

 

주파수대에서

 

전송 속도로 운용되는 무선

 

에 대한 설계 예를 제시한다

 

서 론

최근에멀티미디어서비스의급속한성장으로

인하여 기존 이 유선 으로 급

속히 대체되어가고 있으며 보다 고도화한 서비

스제공을위하여라우터기술 스위치의용

량 확대 등에 대한 기술 개발이 진전되고 있다

한편이동통신기술의발전은무선 의이

용마인드를급속도로촉진시키고있으나 유선에

비하여 배 이상의 높은 초기 투자 비용 한정된

주파수의재사용 다중경로전송및신호간섭등

에 의한 수준의 성능 상

대적으로 낮은 전송 속도 등으로 폭넓은 보급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최근의 연구 개발도 이러

한 무선 채널의 제약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것에

집중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이두분야가결합

한유무선통합의 의형태를취할것이다

무선 시스템은 그림 과 같이 크게 개

의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전송 속도 사용 주파수

대역 각 제품의 시장 형성 시기 등을 도표화 한

것이다 현재 상용 및 개발 중인 무선 의 대

부분은 대에서 운용되는 것으로 이 대역

에서의 무선 표준화는 위원회

에서 진행되어 현재 표준 제정 단계에 있으며

관련시작품을위하여이종메이커간호환성시험

을 위한 컨소시엄이구성 운영되고 있다 한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서는 대역에서 정

부의 규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주

파수 대 를 설정

하여 과같은고속의무선 무선

인터넷 무선 데이터 서비스 등을 초고속 정보 통

신망 기반에 수용할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무선 에의한 급유무선통합

구조 형태의 무선 에 대한 연구는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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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무선

 

의 발전 동향

기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시작품 개발 단

계라고할수있다 이의대표적인연구가 년부

터추진되어온

의

와

에서 추진중인

시스템등이다 이

들은 주로 주파수대 피코셀 환경에서

계열의 변복조 방식과 계열의

을 토대로 하고 무선 채널의

전송 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의 에러 제거 기

법 등을 이용하여 이상의 무선 전

송을 실험하고 있다 밀리파 대의 무선 시

스템에 대한 연구도 유럽의

에서 개념 정립과 시작품을 선보였

으며 일본에서는 우정성 주도하에 전파 산업회

내에 밀리파 무선 시스템 개발 연구반을 구

성하고 대를 이용한 급 데

이터 전송용 초고속 무선 개발을 시작하여

현재 접속 시험을 수행 하고 있다

이러한 무선 규격에 대하여 표준 작업

을 하고 있는 기관이 이다

은유럽의

표준화 연구 그룹과 밀접한 공동 작업

체계를 갖추고 대역에서 의 무

선 에대하여 년말 작

성을 목표로 하여 무선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표준화의 차 목표는 분야에

대하여 년 월까지 작성하고 이어순차적으로

년말 분야를완성하고 년말에

는 규격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내에서검토되고있는망기능요소

에 대한 기준 모델은 그림 와 같다 이동

단말기는 액세스 포인트에 접속되어 이동

교환기에 접속된다 이 교환기는 기존의 교

환 기능을 토대로 하여 단말기의 핸드오프 지원

위치관리기능등이부가된 교환기이다 기

존의 등과의 연동은 무선 연동 장치에서 이

루어진다

본 논문은 년 월부터 에서 표

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무선 에 대하여 각 계

층의 역할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 등에 대하여 요

약하고 또한 표준화 작업을 위하여 기고된 기술

문서와 현재 국책사업으로 연구 개발 중인

을토대로하여 주파수대에서

전송 속도로 운용되는 무선 에 대한 설

계 예를 제시한다

 

무선

 

프로토콜의 개요

에서 검토되고 있는 프로토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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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프로토콜의 표준화

 

그림

 

무선

 

의 기준 모델

조는 그림 과같이기존의 프로토콜구조

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선 채널 이동성으로 인

한 기능을 추가하는 형태이다 표준화는 크게 무

선 부분 로 통칭 과 유선 기반

의 망에서 이동망을 지원하는 기능

로 통칭 으로 나누어 작업되고 있다

이라고도불리우는무선액세스분

야는주로무선전송채널과직접적으로관련된부

분으로 다음과 같은 계층으로 구성된다

물리계층은고속의무선전송채널에대한제

반 기능 규격을 정한다

계층은 본래의 계층 이외에 공유

자원인무선 채널을획득하기위한 매체접근

제어 계층과 유선에비하여전파간섭

다중 경로 전송 등으로 이 높은 전송 환

경을개선하기 위한데이터링크 계층으로세

분화된다

 

그림

 

무선

 

프로토콜 스택

무선 제어 기능은 무선 채널의 자원 관리 이

동 단말기의 등록과 인증 핸드오프 처리 등

을 수행하는 메타 시그널링을 제공하는 기능

으로 구성된다

분야는주로계층 과프로토콜제

어 및 관리 평면에 해당되는 기능으로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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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능으로 구성 된다

핸드오프 제어 기능

이동 단말기의 위치 관리 기능

단말기의이동으로인한 연결경로의변

경 설정

트래픽 및 제어

무선 통신망 관리

무선 액세스 계층

무선 물리 계층 은 한정

된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절한

마이크로 피코셀 영역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러한 환경하에서 단말기는 이동을 하면서 가능한

한 낮은 전력 레벨과 을 유지하면서 광대역

의 데이터전송을한다 이를위하여검토되

어야 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셀 설계 기술 사용 주파수 대역 검토 지향성

안테나 셀반경 전력레벨 주파수재사용등

변복조 방식 전송 속도 신호 스펙트럼 등

다이버서티 이퀄라이저

채널 부호화 방식 등

이퀄라이저의 트레이닝 시퀀스 등을 포함한

무선 전송 시의 데이터 포맷

상위 계층과의 접속

현재 에서 논의되고 있는 물리 계

층의 주요 파라미터를 정리한 것이 표 이다

매체접근제어 계층은

공유 매체인 무선 채널을 공동으로 이용키 위한

방법으로 일정 수준의 를 유지하는 트

 

표

 

물리 계층의 주요 파라미터

전송속도 채널당 최대

패킷 크기

물리계층의 서비스 접속점에서

가 이상이어야 함

전체 데이터의 과 의 사이

바이트

를 기본으로 하고 스펙트럼

변복조 방식 효율이 높은 변복조 방식 채택에

개방

안테나
안테나 다이버서티는 상향 하향

모두 적용

서비스 영역 실내 실외

송출 출력 가변 제어를 기본으로 함

채널 간격 채널

무선전환시간

래픽 을 제공한다 검

토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로토콜과 구조 정의 프레임 포맷 데

이터 구성 제어 등

일정한 를갖는 서비스를위한

제어 알고리즘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제어 계층과의 접속

및 필요 시에 이동성 지원을 위한 프로토콜을

수행

데이터 링크 계층은 무선 채널의 에러를 경

감시키고 셀 손실을 방지하여 양단간 성

능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전송 에러 검출 및 재

전송 기법 등의 강력한 에러 제어 기법을 사용한

다 일반적으로 헤더내에는강력한오류정



 

무선

 

프로토콜의 표준화

 

표

 

내에 합의된

 

요구 조건

어드레스 비트

제공 서비스 모든 트래픽을 제공

액세스 구조
또는

이와 대등한 구조의

기능 보유

정 및 검출 코드를 사용하고 페이로드의 데이터

는 오류 검출 코드만을 사용하여 오류 검출 시에

재전송 기법 등 을 사용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그림

 

오류 정정 및 검출 기법의 도입

 

표

 

기타 사항

구 조
중앙 집중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망을

선택 사항

위치 등록 기능 보유

이동 속도 를 기본으로 하고 보다 고속은 선택 사항

채널 사용 한 사용자가 채널 모두를 사용할 수 있음

채널 할당 동적 채널 할당

무선 제어 기능은 무

선 액세스와 관련된 제어 평면의 기능을 수행한

다 즉 무선 자원의 제어 및 물리 계

층을관리한다 또한이동단말기의등록 인증 핸

드오프와 같은 기능을 위한 무선 제

어 메타 시그널링을 제공한다

물리 계층을위한제어 관리포맷

을 위한 메타 시스날링

제어 평면과의 접속

 

계층

계층은통상의계층 프로토콜기

능 프로토콜 제어 및 관리 평면에 해당되는 기능

으로이동단말기의위치관리 핸드오프제어 통

신 채널의 경로 설정 트래픽 및 제어 무선

통신망 관리 등과 같은 기능으로 구성된다

핸드오프 제어

핸드오프란 단말기가 이동을 하면서 최적의

무선 링크하에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인근의 액

세스 포인트 이하 로 칭함 로 스

위칭하는 것이다 이는 이동 단말기와 통신을 하

는 의 변경이 필요하며 따라서 경로도

바뀌어야 하며 이러한 가상 채널

의동적 을위한기존의 신

호 방식의 확장이 필요하게 된다 핸드오프의 요

구조건으로빠른핸드오프 핸드오프알고리즘의

제공 중이던 서비스의 보장 핸드

오프로 인한 최소의 신호 방식 추가 버퍼의 최소

화 셀 순서 확보 멀티미디어 통신을 위한

그룹 핸드오버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핸드오프 분류는 절체 순간의 움직임에 따라

하드 핸드오프와 소프트 핸드오프로 나눌 수 있

으며 핸드오프에 관여하는 통신망 요소에 따라

ATM 헤더 ATM PayloadHEC

ATM 헤더 FEC1 ATM Payload FEC2

4 바이트 48 바이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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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눌수도있으며 핸

드오프 누가핸드오프를요구하고결정하는가에

따라분류할수도있다 또한 핸드오프

핸드오프로 분류할 수도 있다 이동 단말

기는 로부터 수신한 전력을 모니터링하여 인

근 의 수신 전력이 지금 것보다 훨씬 강해질

때 핸드오프를시작한다 이때 핸드오프

는 새로운 의 제어 채널을 통하여 핸드오프를

요구하는것이고 핸드오프는기존에사

용해오던 전송 채널과 를 통하여 핸드오프 요

구 절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핸드오

프 방식의 문제점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채널

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최악의 경우에는

핸드오프가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

다 핸드오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가 있으나 동시에 개의 링크로 통신을 해야 하

는 부담을 갖고 있는 방식이다

이동 단말기의 핸드오프를 위하여 앞으

로검토되어야할사항으로 핸드오프를지원하기

위한 신호 방식의 보완 핸드오프 정책과 신호 방

식과의 독립성 유지 핸드오프 중에 트래픽 제어

및재협상기능 핸드오프지원을위한 셀의

사용 최적 루트 설정을 위한 보완 등이 숙

제로 남아 있다

핸드오프가발생하면 가상채널 의변경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수정된 경로와 루팅 를

통신망과 어떻게 매핑하는가 하는 점과 새로운

경로의 설정 및 최적화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게된다 결국이러한내용은기존의

신호 방식에 추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핸드오프 시의 새로운 경로 설정의 방법은

과 으로 나눌 수 있

다 그림 에서이동단말기가 에서 영

역으로 핸드오프를 하는 경우를 살펴본다

 

그림

 

과

은 에서 동작

이일어나는방식이다 즉 는

로서 이전의 경로 를

해제 시키고 새로운 경로

로 연결 시키는 앵커 또는 스위치

이다 물론 는 새로운 까지의 통신채널을

요구된 에 적합한 수준의 채널로 할당하여야

한다 이 때 새로운 경로로 하고 구 경로를

할 때 셀 손실 및 셀 순서가 뒤바뀔 수가 있

다 뒤바뀐 셀 순서를 재조정하기 위하여 스위

치 내부에 버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핸드오프 처리를 위한 신호 방식은 가능한 한 최

소화하여 간에주고받을필

요가 있다

ATM 스위치3

ATM 스위치2 ATM 스위치1

AP 2 AP 1

단말 단말

단말
구 경로

신 경로

Path
Re-routing

Path
Extension

AP 3



 

무선

 

프로토콜의 표준화

방식은핸드오프앵커스위치로

이전경로의최종스위치인 이사용되는것으

로 기존의연결경로를 까지확장 발신단말

하는것이다 핸드

오프 시의 경로 설정에 필요한 시간은

보다짧아지는반면에 불필요한통신망자

원의낭비와채널의양단간에전송지연은늘어나

게 된다 특히 핸드오프 경계에 있는 경우에 루프

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핸드오프가

완료된후에는두양단간에최적의경로를얻기위

하여 경로 최적화 과정

이 차로수행될필요가있다 여기에서생각

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 가 소규모

의 핸드오프 전용의 스위치를 갖는다면 새

경로는 발신단말 로단

순화 될 것이다

핸드오프방식을검토할때다음과같이 단계

로 세분화하여 검토하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다

이들각각의단계는사용되는핸드오프방식에따

라 생략될 수도 있다

단계 핸드오프의 요구 단계로 현재의 와

새로 연결될 간에 가상 채널의 설정

단계 구 경로를 통하여 스위치를 선정

단계 로결정된스위치는 또

는 등으로 새로운 로 경로를 설정

단계 핸드오프로인한뒤바뀐셀순서를확보

하기 위한 버퍼링 및 새 로 재전송을 수행

단계 하드핸드오프인경우에는구경로를해

제하고새경로를이용하여데이터를전송 소

프트 핸드오프인 경우에는 신구 경로 모두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주고 받음

단계 핸드오프의완료후에양종단간에최적

의 경로를 얻기 위한 경로 최적화를 수행

이동 단말기의 위치관리 기능

이동성 은 무선 네트워크의 중요한

장점이다 이러한 이동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

동 네트워크는 항상 이용자의 위치를 추적하여야

하며 이때 추적 과정 을 지원하

기 위하여 데이터 베이스가 사용된다 일반적으

로 이동 단말기로 호를 설정할 때 이용자 식별 번

호 는 이용자의 홈 등

록 정보의 위치를 결정한다 이동 단말기의 어드

레스는초기에단말기가등록한홈어드레스와단

말기가 이동하면서 다른 서비스 영역에서 할당받

은 현재의 어드레스 로 구성이 된

다 이때사용되는착신이용자의주소는 셀

룰러 무선 의 경우에는 현재 서비스 중인 액

세스 포인트이며 무선 채널에서도 을 사용

하는경우에는착신단말기의어드레스이다 단말

기의 위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호 설정

절차인 에위치등록 검색및조회기능등

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 기능은 초기에는 과 같은 프로토콜이

별개로 운용될 것으로 예측되며 궁극적으로

는 프로토콜에 포함될것이

다

무선 인터넷 서비스 등의 응용

서비스가 가시화됨에 따라 현재 에서는

기존의 를 수용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정

의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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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내에서표준화시에검토될것으

로 예측되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통신망의 기준 모델에서 위치 관리 기능의 위

치

기존 셀룰러서비스의위치관리서비스

와의 정합 문제

어드레스 부여 문제

이동성관리를위한어드레스갱신문제 조회

등에 대한 프로토콜 절차

이동 단말기의 등록 인증 문제

에서 이동성 지원

트래픽 및 제어

무선 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동 멀티미디

어 서비스의 제공이며 이는 통신망 환

경을의미한다 즉 이용자의위치 환경에따라여

러 가지의 통신 대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극

단적인 예로 캠퍼스 내의 무선 환경에서 수

십 로통신을 하고 있다가 캠퍼스를떠나공

중망인 망으로나오는경우를생각할수

가있다 또는그역의경우도발생할것이다 이때

의 전송 속도의 변화는 수십 배 이상의 차이가 발

생한다 이 경우에 통신망은 핸드오프에 의해 연

결은지속적으로이루어져도 허용가능한데이터

전송 속도는 변동할 것이다 현재의 신

호 방식에서는 한번 연결이 설정되면 할당

된 대역폭을 바꿀 수가 없으며 이를 바꾸기 위해

서는 연결을 다시 설정하여야 한다 결국 핸드오

프가 발생하였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설정

된 대역폭 등의 를 바꾸기 위한 절차가 추가

로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한 접근으로 플

로우 제어 알고리즘의 확장 자동적으로 허용 대

역폭 협상 알고리즘 등에 대하여 연구 결과가 논

문지에발표되고있으나 내에서의이

러한 분야에 대한 기고서 제안 및 검토는 극히 미

진한 상태이다

무선 통신망 관리 기능

무선 통신망에 대한 구체적인 거론은 없었으

나 무선 채널 고유의 망 관리 기능이 추가로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류에는 셀 통

신망의 성능 측정 고장 검출 및 격리 등이 있다

 

대 무선

 

의
설계

이러한 배경하에 유무선 통합 의

형상을 정리한 것이 그림 이다 유무선 통합

의 기반 구조는 시스템

과 으로구성되고 무선액세스

포인트는 으로 시스템 버스에 접

속된다 이는 이미 개발된 과 무선 와의

상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무선 채널

의단계적인적용을고려하여 단계에서는

무선 이 이더넷으로 에 접속

되고 단계는 주파수대를이용한 급

의 무선 이 으로 에 접

속 되는 구조이며 단계가 완전 구조로 무

선 채널을 전송하는 것이다

초기의연구목표를핵심기술사항의도출및

검증으로 할 경우에 시스템 요구 사항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무선

 

프로토콜의 표준화

 

그림

 

유무선 통합

 

의 개념도

매체 접근 제어 프로토콜의 장착이 용이하여

야 함 즉 개의 후보 을 손쉽게 장착

제거 할 수 있도록 모듈화 된 시스템 구조를

갖추어야 함

무면허 주파수 대역에서 마이크로 피코셀 안

에서 급의 광대역 무선 전송 기

능의 제공

변복조 효율 이 높은 무선 전송

방식의 채택

통합된 서비스

의 제공

일정수준이상의 를확보하기위한

전송 에러 대비 기능

스위치를 이용한 핸드오프 처리

유선 망과의 호환성

주파수 대역폭 등 무선 통신 규정과 정합성

분산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프트

웨어 구조

ALAN BS

ALAN ES

이더넷 LAN
AP

IEEE 802.11
무선 LAN

AP #1

AP #2

Full ATM 무선 접속
Base Station

밀리파대 155Mbps급 전송

NII 밴드, 25Mbps급 ATM 전송

ATM 단말기

ATM LAN
Backbone
Network

EPIM

ALAN ES
(ATM LAN Ed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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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와 액세스 포인트의 기능 블록도

액세스 포인트는 무선 링크와 유선 기반의

을 연결해주는 브리지 역할과 인근

와 연계하여 핸드오프 기능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의 구성은 국내의 프로세서

개발 환경 및 실시간 등을 고려할 때 범용의

시스템버스로연결한멀티프로세서구조가적합

할 것이다

와 스위치 기능이 내장된 액

세스 포인트의 기능 블록도가 그림 이다 무선

전송 모듈은 셀을 무선으로 전송하기

위한 변복조 장치 동기 장치 및 무선 전송

채널을여러단말기와공유하여사용하기위한매

체 접근 제어 등으로 구성된다 무선 전송 모듈의

입출력되는 패킷은 셀을 토대로 하여 전송

채널의 식별 셀 전송 에러의 회복 등을 위하여

오버 헤드가 셀 전후에 첨가된 형태로 구성된다

무선 프로토콜 접속부는 무선 채널 패킷의

시퀀스 확보 상위 계층과의 접속 등을 위한 데

이터 링크 계층 및 적응 계층 및 무선 전송

채널의 자원 관리 전송 채널의 품질 측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처리부는 통상의 셀

기능을 수행한다 셀

스위칭 부로의 입출력 포맷은 통상의 셀 형

태이다 핸드오버의 결정 경로 관리 시스템 관

리 등의 기능은 제어 및 관리부에서 수행된다

액세스 포인터의 소프트웨어 구조는 시스템의 실

시간 운영 체계 위에서 프로세서 군과 연계하여

유 무선 프로토콜 처리 및 처리 기능

으로 구성된다 개발 초기에는 운용 프로그램이

다운로드되는 형태가 적합할 것이다

무선 전송모듈은 표 표 표 과

같은 기능을 갖는 무선 채널과 관련된 기능으로

가능한 한 단말기와 양쪽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지향한다 무선 채널의 망 인터페이

스 유니트 는 그림

과 같이 안테나 및 다이버서티를 수행하는

접속부 이퀄라이저 기능이 구비된 변복조 모뎀

계층 무선자원의관리등을수행하는

무선 프로토콜 처리부로 분리하고 이들 모듈간을

내부 버스로 연결하는 것이 초기 버전에 타당할

것이다 개발 초기에도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 할

때 및 기능은 적어도 등의 하드

무선 ATM
프로토콜
접속부

ATM 셀
스위칭부

ATM
처리부

무선 ATM
전송 모듈

시스템 버스

AP제어 및 관리부

ATM
망

인근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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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무선

 

의 구성

웨어로 구성이 되어야 하며 모뎀 부분은 계속하

여 기능 개선이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듈

구조가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무선 단말기의 구성도 액세스 포인터와

마찬가지로무선변복조모뎀부와상위계층의무

선 프로토콜 처리부로 구분을 할 수 있다 무선

단말기로 노트북형 의 사용을 고려할 때

무선변복조모뎀과의연결은 형이타당

하다 초기의 기능은 단말기에서 소

프트웨어로 처리되도록 구성토록 하는 것이 필요

하나 궁극적으로는 이 부분도 에서 하드웨

어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구조를

고려할 때 예상되는 소프트웨어의 구조가 그림

이다 액세스 포인트의 실질적인 주소가 어

드레스로이루어질것으로예상되며 이를위하여

기능이 구비되어야 한다 시스템 관리 기능

은 운용 중에 보드 내의 제반 기능 무

선 환경에대한 제반 데이터의수집 등 을관리하

기 위한 명령 제어 기능을 수행한다

 

의 주요 이슈

지금까지 내에서의 표준화 활동은 주로

 

그림

 

무선

 

단말기의 소프트웨어 구성

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불분명

하였던 각각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각의기능에대한정의 후보기술의검토및기존

신호 방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로 검토하여 왔

다 년 월 시카고 회의 결과를 살펴볼 때 앞

으로의 연구 방향은 다방면에 걸쳐 제안된 각종

의 방식을 무선 의 운용과 같은 제한된

RF
인터페이스 변복조 모뎀

무선
프로토콜
기능

메모리

PCMCIA
또는

PC버스
Interface

Processor

초기설정 Application 시스템 관리

TCP/IP
Network interface

Handoff, Boot

PCMCIA
Card

interface

IP over ATM Direct access I/O

ARP

Signaling

Data Link Control

Medium Access Control
Frame level interface

AAL & SAR

I/O port access instruction (Processor)

Configuration
Data

Interface card
MAC & PHY layers Data Down loading

Processing Wireless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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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핸드오프 스펙트럼

환경하에서 각각의 방식에 대한 성능 분석 및 장

단점을비교하여취사선택하여갈것으로예측된

다

이러한 기능 요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은

어디에서 핸드오프를 처리하도록 설계하는가 하

는 점이다 이는 무선 의 구조 설계 시

에가장핵심요소로써 핸드오프처리성능 모듈

간의 독립성 유지 지연 등의 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이다 핸드오프의 지연 시간은

크게 가지로나눌수있다 첫번째가 스위치

를 찾는 탐색 시간으로 이는 주로 탐색 알고리즘

의 성능에 좌우되는 요소이다 두번째 시간은 새

로운 로 채널을설정하는시간이다 세번

째 시간은 구 경로를 해제하고 새로운 경로를 설

정하는 시간으로 주로 셀 시퀀스 확보에 필요한

시간에 의하여 좌우된다 만약 에 스위치 버

퍼 기능을 보유하는 분산형 구조를 취하고 기

반의 경로 확장을 갖는 핸드오프 방식 을 택한

다면 상기의 첫번째 세번째 핸드오프 시간을 간

략화할 수 있으며 새로운 경로의 추가 노드 수도

적어질 수가 있다 그림 의 경우 에서

을처리하는경우로새로운경로는 내

에있는 스위치를이용하여

로 이루어 질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핸드오프가 완료된 후에 두 양 종단

간에 최적의 경로를 찾기 위한 경로 최적화 알고

리즘에대한연구등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그

림 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핸드오프 알고리즘

의 스펙트럼이다

 

결 론

무선 에대한표준화는 에서

년 월부터연구 작업반이구성되어 이제

의핵심기술사항을파악한정도이며특

히무선액세스계층에대하여는각국의시제품에

대한 주요 사양 정도만 수집하고 검토된 극히 초

기 단계이다 기고서의 대부분도 각국이 시제품

핸드오프 분류

1단 핸드오프 2단 핸드오프

Dynamic COS search COS 고정

COS는 BS가
접속된 스위치

COS는 Old base station

핸드오프중에
최적의 경로를 계산

BS기반의 핸드오프Path re-routing Path extension

이동단말기로부터의 거리



 

무선

 

프로토콜의 표준화

연구 개발시에 겪었던 여러가지 기술 사항 논문

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를 충분히 소화

하여 가면서 국내의 무선 을 개발하는

지혜로운 연구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의 기고서의 저자는 주로 시작품을 개발

하였던 무선 개발자 위주로 이루어지

고있으나 앞으로무선 에대한이해가

신호 방식 전문가에게까지 마인드가 확산된다면

표준화가 급속도로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

엇보다도 한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빠른 시

일 안에 시작품에 대한 연구 개발이 필요하며 이

는앞으로의 내에서의표준화작업에

대한 기여와 병행하여 선진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기술 노하우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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