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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노트북, 휴대폰, PDA(Personal Digital Assis-

tant) 등과 같은 이동 단말기를 통해 인터넷 서비

스를 받고자 하는 요구가 늘어나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기술개발 노력이 있어 왔다. 사용자 측면

에서는 이동 단말기를 통한 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라는 한 가지 목표만이 존재하지만, 이를 실현하

기 위한 하부 통신망 및 연동기술은 다양하게 결

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트북의 경우는 LAN

환경에서의 무선통신망 환경에서 운용될 수도 있

고, 차량에 탑재하여 끊임없이 움직이는 경우와

같이 이동통신망이나 위성통신망 환경에서 운용

될 수도 있다. 휴대폰의 경우에는 CDMA 나 GS

M 등과 같은 이동통신망 기술 상에서 사용자의

동적인 움직임과 함께 사용되는데, 휴대용 환경을

                                                
주 1) 이 분석서는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표준화연구” 사

업에서 “정보통신선행표준연구”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이다.

위한 인터넷 접속 프로토콜과 인터넷 프로토콜을

중계하는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고, 휴대폰에 직접 인터넷 프로토

콜을 탑재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이동성 통신환경과 인터넷 통신

환경과의 연동방안이 사용자 요구를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이동성 통신환경이란, 무선통신, 이동통신, 위성

통신 등과 같이 유선에 기반하지 않는 모든 통신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에 여러 단말기 제조업체와 이동통

신 서비스 사업자들이 개별적 또는 연합적으로 그

들의 통신환경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시장동

향과 이것이 갖고 있는 기술적 의미, 그리고 전망

에 대해 제II장에서 살펴보고, 제 III장에서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제시되는 MANET(Mobile

Ad-hoc Network), Mobile IP, W-TCP, WAP,

CC/PP 및 블루투스(Bluetooth) 기술들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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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살펴보고, 제IV장에서는 이들 기술에

대한 개념적 소개를 하도록 한다. 이어 제V장에

서 최종 결론을 맺도록 한다.

II. 시장동향

1 .  이동통신망에서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

방식

휴대폰 음성통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으로서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WAP, i-

MODE, AnyWeb, HTML의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다른 방식도 있을 수 있으나 국내 환경과

비교적 관련이 많다고 판단되는 네 가지 방식만

다루기로 한다.

아래의 네 가지 방식들은 기존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가 노트북을 휴대폰과 연결하여 인터넷 서

비스는 노트북에서 이용하고 휴대폰은 단지 데이

터 전송의 역할로서 단순 접속 역할만 제공하던

데 비해 휴대폰 단말기가 직접적으로 인터넷 서비

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들 방식에서는 각 휴대폰의 접속방식마다 나름의

브라우저가 제공되고 있다.

가 .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UP(Unwired Planet)사에서는 나름의 인터넷

접속방식을 개발하였는데, HTML과 같은 문서 작

성용 언어로 HDML(Handheld Device Mark-up

Language)을 개발하고 작성된 문서를 송수신하

기 위한 프로토콜로 HDTP(Handheld Device

Transport Protocol)를 개발하였다.

Nokia 역시 독자 방식으로서 Smart Messag-

ing 규격을 개발하여 문서 작성용 언어로 TTML

(Tagged Text Mark-up Language)을 개발하였

다. Ericsson 또한 ITTP(Intelligent Terminal

Transfer Protocol)를 개발하여 나름의 방식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제 각각의 접속방식을 만들자 호환성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고, 업계 표준화와 연동 서

비스를 위해 ’97년 6월에 Ericsson, Motorola,

Nokia, UP 4개사가 공통 규격 제정을 발표한 이

래 WAP 한 가지 방식으로 단일화되었다. 이 규

격에 대해 특허권을 개방하고 로열티를 없애 많은

기업들이 이 규격을 채택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였다. ’99년 6월 현재 전세계 107개 업

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불과 한 달 사이에 20개 업

체가 증가하였다. 국내의 경우에 LG정보통신, 삼

성전자, SK텔레콤이 가입하고 있다.

WAP는 GSM, CDMA, IS-95B 등과 같은 다양

한 이동통신망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응용 환경, 서비스, 및 프로토콜 체계를 정의하

는 규격이다. 디지털 셀룰러 전화와 무선
2) 터미

널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다

른 종류의 무선 통신망 기술에서 운용될 수 있는

무선 프로토콜 규격을 개발하며, 다른 종류의 무

선 통신망 기술과 장비들에도 쓰일 수 있는 컨텐

트와 응용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WAP의 목표

이다.

6월 현재 WAP1.0 규격이 제정되었고 국제적

으로 상호운용성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WAP1.1

규격은 제안 표준(Proposed Standard) 단계에

있으며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에 표준으로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UP사에서는 WAP1.1에

대한 서버 기능을 이미 구현하였다.

나 . i-MODE

일본 액세스사에서 개발하였고 일본 이동통신

                                                
2) 이 문서에서 ‘무선’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네

트워크 접속용의 물리적 연결선이 없다는 의미로 쓰이

기도 하고, LAN 환경에서 무선 데이터통신을 위해 쓰이

는 기술의 의미로 쓰일 때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무

선통신, 이동통신, 위성통신 등이 모두 포함되는 의미이

다. 합성단어 형태인 ‘무선통신’은 후자의 의미로서 쓰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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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약 50% 점유율을 차지하는 NTT 도코모

가 지난 2월에 전자상거래 및 정보 제공 서비스를

위해 도입한 방식이다. 불과 4개월이 지난 6월에

가입자수가 25만 명을 돌파하였다.

NTT 도코모의 기존 시장 점유율과 조기 시장

진입에 따른 효과로 i-MODE는 WAP보다 한 수

아래의 서비스 능력에도 불구하고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WAP 서비스가 전자메일의 송수신이나

뉴스, 게임 등의 컨텐츠 이용은 물론이고 i-MOD

E에 없는 개인정보관리(PIM)까지 가능하게 해주

고, 다른 나라에서 제공하는 WAP용 컨텐츠도 이

용할 수 있고, WAP가 세계 각국으로 보급되는 추

세를 감안하면 정보이용도 면에서 압도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본 국내 컨텐츠 면에서

WAP 서비스는 i-MODE에 열세를 보이고 있다.

컨텐츠 제공업체의 경우 32개 업체로서 88개사

인 i-MODE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이동 뱅킹이

나 티켓 예약과 같은 전자상거래 성격을 띠는 컨

텐츠 제공업체의 수는 9개사로서 44개사인 i-

MODE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i-MODE는 HTML에 휴대폰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여 “i-MODE 대응 HTML”이란 언

어를 채용해 인터넷 상에 있는 컨텐츠를 i-MODE

용으로 간단히 변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컨텐츠

제작 비용이 적게 들게 된다.

과금 방법에 있어서도 i-MODE는 컨텐츠 전송

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량에 따라 과금하는 “패킷

통신”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데 반해 WAP는 일반

전화와 마찬가지로 사용시간에 따라 과금하는 방

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 AnyWeb

지난 6월 3일에 삼성전자, 에이아이넷, 한솔

PCS, 삼성증권, 한미은행, 아시아나항공 등의 6

개 업체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방식이며 기술 사양

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컨텐츠 작성

용으로 HTML의 서브세트로서 S-HTML(Small

HTML)과 보안기술로서 MMS(Mobile Micro Se-

curity)를 개발하여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

도록 하고 있고, 휴대폰 단말기에서 인터넷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브라우저까지 개발

하였다.

전자신문 6월 4일자 기사에 따르면 이동전화

단말기만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

으나, S-HTML을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보면 S-HTML로 만들어진 컨텐츠를 제공하는

애니웹 전용 서버를 이용하거나 게이트웨이 장비

를 통해 기존 HTML 문서를 S-HTML로 변환해

주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부 기술 규격이 발표되지 않아 분석할 수 없

으나 삼성전자가 작성한 간단한 소개 자료에 따르

면 HTTP/TCP/IP로 이르는 프로토콜 스택을 이

용한다고 한다. 이것은 휴대폰 단말기에 IP 주소

를 부여한다는 의미이고, TCP를 사용함으로써 발

생하는 TCP 연결의 핸드오버를 해결하고, HTTP

를 이용하여 세션관리 및 웹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는 것인데, 삼성전자가 가장 앞서 가는 기술을 개

발했거나, 기술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방식이거나,

소개 자료의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세 가지 경우

라고 할 수 있다.

라. 마이크로소프트(MS)

MS에서도 나름의 독자 방식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HTML 문서를 수신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으나 자세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한국통신프리텔에서 복수

방식 가운데 하나로 채택할 계획으로 있다.

2 .  접속방식 개 발 업 체 의 국내 전략

WAP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대표적 업체는

UP사로서 단말기에 내장되는 브라우저에 대한

기술료를 낮은 가격으로 제시하여 단말기 생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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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대신에 WAP 게

이트웨이 및 서버 구축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

게이트웨이나 서버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설치

하여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러

한 방식이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개발하여 부가가

치를 높일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UP사는 LG텔레콤과 제휴관계를 맺

어 단말기에 내장되는 WAP 기술을 제공하기로

했고, 한국통신 프리텔은 Ericsson사와 지난 6월

9일에 WAP 게이트웨이 장비를 도입하기로 계약

하였다.

삼성전자의 애니웹 방식의 경우에도 비슷한 전

략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자체 개발한 애니웹 브

라우저를 완전 개방하기로 선언하여 LG건 현대

건 필요한 업체라면 이를 단말기에 포팅하여 사업

자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공동법인을 구성

하여 애니웹 방식을 전파시키기 위한 교두보로 삼

고자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공동법인의 지분율에 집착하지 않

겠다고 선언하여 애니웹 방식의 전파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데, UP사와 마찬가지로 게이트웨이 장

비 및 서버 구축에서 더 높은 수익성을 얻을 수 있

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솔은 100억 원

규모의 공동법인에 출자하기로 결정하였고, 한국

통신프리텔, 한솔PCS, 신세기통신 등은 현재 참

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며, 한국통신프리

텔측은 자신의 위상에 걸맞게 최대 주주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LG텔레콤과 SK텔레콤은 자신

의 마케팅력과 기술력으로 독자의 길이 가능하다

고 판단하여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일본 NTT에 i-MODE 서비스를 공급했던 일

본 액세스사는 아직 국내 기업과의 제휴를 공식화

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이 회사의 기술 임원이 한

국을 방문하여 이동전화 사업자와 제조사, 연구소

관계자들과 접촉하는 등 국내 진출을 서두르고 있

는 상태이다.

3 .  국외 업체 동향

가. 일본

올해 1월 초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일본 최대

의 휴대전화 사업자인 NTT도코모가 마쓰시타통

신공업, 이토추상사 등과 손잡고 WAP에 기반하

는 인터넷 접속기술을 개발하기로 했으며, 공동

출자로 설립한 회사인 MID(Mobile Information

Dynamics)가 주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한

NTT도코모가 다른 휴대전화 및 PHS 사업자에

대해 채용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보도하였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를 통해 잔금 조회, 계좌 이체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다음 달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일본경제신문이 마지막에 언급한 보도는 일본

액세스사가 개발한 i-MODE 서비스를 말하는 것

으로 보이고, 실제로 NTT도코모가 2월부터 서비

스를 시작하였다. NTT도코모는 세계시장의 중심

축으로 등장하는 WAP 방식을 무시할 수 없어 자

체 개발을 계획하는 한편, 이미 기술이 확보되어

있어 즉시 도입이 가능했던 i-MODE 방식을 우

선 적용하여 서비스를 개시한 것이다. WAP 기술

이 확보되는 어느 시점에 가서 도코모는 전략적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WAP는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

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 예를 들어, 휴대폰 브

라우저에 직접 URL을 입력하여 서버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하게 된다. 휴대폰의 하드웨

어적 한계로 모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겠지만 사용자들이 이미 익숙해져 있는 서비스

가 다양하게 WAP 환경에서 제공될 수 있을 것이

다. i-MODE는 WAP에 비해 단순한 서비스 밖에

제공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판단하게 될 것이다. 두 가지 서비스가

별개의 영역에서 존재한다면 두 가지 방식이 공존

할 수 있겠으나 서비스 영역이 겹친다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는 대체될 것이다. 어떤 방식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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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제2장 5절에

서 생각해보기로 한다.

일본의 DDI 셀룰러와 IDO(일본이동통신)는 N

TT도코모와 달리 WAP 기술을 이용하여 각각

“EZweb”과 “EZ액세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접

속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DDI셀룰러는 이 방식

으로 5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 Motorola와 선마이크로시스템즈

최근 모토롤라와 선마이크로시스템즈사는 향

후 10년간 IP 기반 무선통신 플랫폼 개발에 협력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르면 양 사는 무선기반 인

터넷 접속, 전자우편, 음성통신, 비디오 등 광범위

한 서비스를 유선과 같은 수준으로 제공하게 해주

는 표준 플랫폼 및 이에 기반하는 백본 장비를 개

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양 사가 개발한 통신장비는 휴대폰서비스 업체

및 무선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에게 공급될 예정

이며, 지금까지 업체마다 독자 기술을 사용해 온

무선통신서비스 분야에 IP 기반 표준 플랫폼을 제

공함으로써 서비스 구현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

는 한편 서비스 신뢰성을 높이고 서비스 종류를

다양화하는 것이 양 사의 개발 목표라고 밝혔다.

이제 시작 단계에 있으므로 개념 모델도 만들

어지지 않은 단계이다. 그러나 발표 문구를 통해

개략적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WAP 자체는 인터넷 프로토콜과 관련이 없다

고 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활용하고 있는 프로토

콜들의 기능들을 모방하여 설계한 것이지만 TC

P/IP 프로토콜 체계에 기반을 둔 인터넷과 직접

적인 데이터 교환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동통

신망과 인터넷이 연결되는 접속점에 게이트웨이

를 두어 두 가지 프로토콜 체계의 중계 역할을 해

주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WAP 방식이 게이트웨

이를 통해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하지

만 IP 기반의 통신서비스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현재의 휴대폰에 들어

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특성의

한계 때문이다.

그러나 몇 년 후 또는 최장 10년 후의 상황에

서는 기술적 진보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노트북 속에나 들어가

던 TCP/IP 프로토콜 체계가 휴대폰 단말기에 곧

바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화면 크기의 제한은

극복할 수 없을지 모르나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컴

퓨터에서 이루어지던 다양한 서비스가 휴대폰 환

경에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IP 기반의 표준 플랫폼”이란 말의 의

미는 TCP/IP 프로토콜 체계가 휴대폰 단말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MANET 또는 Mobile IP라고 하

는 것이다.

다. 3G.IP

지난 6월 10일 모나코 몬테카를로에서 열린 유

럽 차세대 이동통신시스템(UMTS) 회의에서 AT

& T, BT, Ericsson, Nokia, Lucent Tech., Tele-

com Italia Mobile, Telenor, 로저스 캔텔, 노텔네

트웍스 등 9개 통신 관련 업체들이 IMT-2000,

UMTS 등으로 불리는 3세대(3G) 이동통신시스템

부문에서 제휴하는 동시에 IP 기반의 차세대 이동

통신시스템 개발을 위해 “3G.IP”라는 업계 단체를

만들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휴대폰에서 음성, 고속데이터, 인터

넷 접속, 영상회의 등 차세대 통신서비스를 가능

하게 하는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통신사업자간 통신

시스템의 호환성을 제공하는 데 협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들 단체의 기술 개발 목적은 모토롤라와 선

두 회사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사업적 목표

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3G.IP가 이동통신 사업자

들 위주의 단체임에 비해 Motorola와 Sun은 장

비 제조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3G.IP는 두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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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비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개발할 가능성도 있

으며 협력 관계로 바뀌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 기타 업체 동향

Nokia와 Alcatel이 각각 WAP 방식의 GSM

휴대폰을 개발하였고, 에릭슨, 노키아, 사이언 3

개 회사가 Mobile PC 개발을 위해 설립한 심비언

이 Mobile PC용 OS로서 EPOC을 개발하고 있으

며 WAP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최근 Nokia는

WAP 방식을 이용하여 휴대폰에서 신용카드 관

련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 개발 계획을 공표

하였다.

마. 업계 동향 분석

현재의 통신환경에서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는

WAP 방식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 나름

의 독자 방식이 컨텐츠의 종류와 인터넷 서비스의

종류가 뒷받침된다면 독자 생존을 모색할 수도 있

을 것이다. 하지만 제2장 5절에서 언급하는 사항

들이 충족될 때에만 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향후의 기술적 추이는 IP 기반 인터넷 서비스

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의 진보에 따라 현재의 기술적 한계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고, 다수의 인터넷 프로토콜이

휴대폰 단말기에서 충분히 운용될 수 있을 것이다.

IP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휴대폰 단말기에 고

유의 IP 주소가 할당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쓰이

고 있는 IPv4 규격에서는 이미 주소 고갈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Mobile IP 기술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MANET 방식을 이

용하여 인터넷 프로토콜의 패러다임을 휴대폰에

그대로 적용하려 한다면 휴대폰에 각기 별개의 IP

주소를 할당할 수 있어야 하고, IPv6가 활용될 가

능성이 있다.

따라서 IPv6 가 과연 현재의 인터넷에 효과적

으로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

는데 IPv6는 뜻밖에도 휴대폰이라든지 디지털

TV와 같은 다른 종류의 서비스 영역에서 먼저 적

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4. 국내 단말기 제조사 및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의 동향

가. 단말기 제조사

현재 WAP 포럼에 삼성전자와 LG정보통신, 그

리고 SK텔레콤이 가입해 있는 상황이며 단말기

에 채택될 브라우저를 자체 개발하거나 외국으로

부터 들여올 것이다.

지난 3월 1일자 전자신문에 따르면 삼성전자

와 LG정보통신은 UP사의 브라우저를 채택할 것

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지금까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UP사는 브라우저에 대해 낮

은 가격으로 제공하여 제조사가 부담을 느끼지 않

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갖고 있으므로 두 회사는

자체 개발보다 도입에 더 매력을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휴대폰은 인터넷 접속 서비스

를 기본으로 내장하게 될 것이므로 생산하는 모든

단말기에 대해 로열티를 지불하기보다는 자체 개

발하고자 하는 유혹을 버리지 못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애니웹”이란 자체 방식을 개

발하면서 애니웹 브라우저를 개발한 경험이 있으

므로 독자 WAP 브라우저를 개발할 것으로 보인다.

LG텔레콤은 지난 4월 6일에 UP와 상용화 협

약을 체결하여 5월 1일부터 무선 인터넷 접속서

비스를 개시하기로 하고 웹 브라우저를 내장한 단

말기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하였다. 따라서 긴밀한 관계에 있는 LG정보통

신은 LG텔레콤의 전략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며,

LG텔레콤이 UP사의 게이트웨이 및 서버 장비를

도입하고 이른 시일 내에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

공하려고 할 때, LG정보통신의 단말기 내장 브라

우저는 자연스레 UP사의 것으로 결정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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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그러나 LG정보통신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의

문제를 안게 된다. 앞서 해외 동향에서 살펴보았

듯이 세계 이동통신 업계는 WAP 방식으로 추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 회사의 휴대폰 단말기 수

출 물량은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독자

WAP 브라우저 개발을 외면하지는 못 할 것이다.

나. 한국통신프리텔

한국통신프리텔은 지난 6월 9일에 에릭슨사와

WAP 게이트웨이 장비를 도입하기로 계약하였으

며 MS와 맺고 있던 기존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MS가 제공하는 방식도 같이 도입하기로 하였다.

MS와 제휴하여 7월부터 HTML에 기반한 무선

인터넷 시범서비스를 앞두고 있던 한통프리텔은

이번에 WAP 기반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복수 표준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웹브라우저 내장형 단말기를 구입하

지 않은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이미 제공중인 핸

디넷을 통해 증권거래, 계좌이체 등의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웹브라우저 내장형 단말기를

구입하는 고객들에게는 다양한 방식의 무선 인터

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통프리텔은 6월 중에 자체 컨텐츠 플랫폼

(contents platform)을 구축하고, 복수의 문서 표

현 언어를 수용하는 한편, 컨텐츠 구축 및 관리 기

능도 도입하여, 단순한 망 제공뿐만 아니라 웹호

스팅(web hosting), 포털 서비스(portal service)

등에 대한 계획도 갖고 있다.

이러한 복수 표준이 단말기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MS의 기술

적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 분

석해 볼 수가 없다.

다. 한솔PCS

한솔PCS는 MS, 천리안, 제이텔, 야후코리아

등과 “무선인터넷 정보서비스 전략적 제휴 협정”

을 채결하였는데, 이를 볼 때 MS 방식을 채택하

고자 예상된다. 이동통신에서의 인터넷 접속서비

스는 인터넷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통신 사업자 및 컨텐츠 사업자가 제공하는

컨텐츠의 양과 질에서 승부가 판가름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천리안, 제이텔, 야후코리아와 손

잡게 된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한솔 그룹에서 사업 주체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한솔은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애니웹” 진영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은 것 같다.

공동법인의 대주주 자격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으

며 이미 100억 원의 지분 출자를 결정한 만큼 애

니웹 방식의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애니

웹 방식의 기술적 및 서비스적 완성도에 따라 한

솔PCS가 애니웹 진영에 참가할 가능성이 좌우된

다고 하겠다.

라. SK텔레콤

SK텔레콤의 사업 전략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

로 알려진 것이 없다. 지난 5월 29일부터 무선 인

터넷 사업에 있어 SK텔레콤과 한통프리텔은 상

호 협력하기로 하고 표준 제정과 기술개발에서 공

동 보조를 취하기로 하였고, WAP 포럼에 최근 가

입한 것으로 볼 때, 한통프리텔의 방식과 유사한

전략을 보이지 않을까 추측할 수 있겠다. 또한 뷰

컴, 삼성전자, MS, 야후코리아와 협약을 맺어 뉴

스, 스포츠, 경제, 금융정보 등 10여 개의 분류 항

목에 대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마. LG텔레콤

LG텔레콤은 지난 4월 6일에 UP와 상용화 협

약을 채결하여 5월 1일부터 무선 인터넷 접속서

비스를 개시하기로 하고 웹 브라우저를 내장한 단

말기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하였다. 따라서 LG텔레콤은 WAP 방식 한 가

지로 단일화한 것으로 보이며 UP사의 제품군을

이용하여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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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인터넷 접속방식 결정의 요건

이동통신에서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느 방식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결정은

사용자가 휴대폰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서비스가

어떤 유형의 것이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예를

들어, 노트북 또는 데스크탑 PC 만큼의 서비스 능

력을 원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은 인터넷에 접속

되어야 하고 여러 종류의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

어야 하고 유선망에 기반을 두고 있는 현재 상황

의 기준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휴대

폰이라고 하는 제한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통신능력 환경에서의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들 기준들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가. 사용자 특성

단말기 제조사들은 기본적으로 음성통화의 목

적으로 휴대폰을 가능한 한 작고 가볍게 만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요

구가 늘어나면서 제한된 하드웨어 사양에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단말기를 좀 더

크게 만들더라도 정보서비스 능력을 강화시키도

록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든 휴대

폰의 특성상 휴대하기 쉬워야 한다는 절대 명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즉, 정보처리 능력은 향상

되더라도 가능한 한 단말기의 크기는 작아야 하고

무게는 가벼워야 한다는 것이다.

휴대폰 사용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휴대폰 사

용자가 어떤 때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원할 것인가? 둘째, 제한된 하드웨어 환

경에서 사용자들은 어느 정도의 서비스 능력을 요

구하는가?

WAP 포럼에서는 WAP 서비스 시나리오의 한

가지 예로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

째 주제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이 공항으로 가기 위해 사무실을 나

서면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현재의 교통 상황을 점

검하려 한다. 교통 혼잡이 심하여 지하철이나 기

차를 이용하기로 결정하고 시간표를 찾아보고 표

를 예약한다. 기차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 도중에

비행기 발권을 신청하여 통로 좌석을 택하고 기내

식으로 특별 주문을 낼 수도 있다. 또한 목적지의

기상 상태를 점검하여 우산이나 비옷을 미리 준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유선망에 접속된 사용자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또는 재미를 찾아서 인터넷 서핑이라고 불리는 방

식으로 가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PC를 이용하

여 여러 인터넷 홈페이지들을 유람하곤 하는데 비

해, 위의 예와 같이 거의 모든 휴대폰 사용자는 뚜

렷한 목적을 가지고 휴대폰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

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두 번째 주제와 관련이 있는데, 제한

된 하드웨어 사양과 통신능력으로 인터넷 홈페이

지 유람을 통해 재미를 얻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기다릴 때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수 있는데, 이 경

우에도 홈페이지 유람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간단

한 오락을 더 하고 싶어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서 인터넷에 접속하려 할 것이다.

나. 인터넷 서비스의 종류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의 요구를 제한된

하드웨어 환경에서 적절히 만족시켜줄 수 있는 방

법은 통신사업자가 자체 채택한 방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것들이 이용

자들의 흥미를 끌어야 하고, 정보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컨텐츠의 종류와 양이 많아서 이용자들

이 원하는 정보가 잘 제공되어야 한다.

여기서 서비스와 컨텐츠는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진다.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유의

프로토콜 체계가 필요할 수가 있고 특정의 프로토

콜 기능이 필요할 수 있지만, 컨텐츠 서비스를 위

해서는 잘 구축된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서비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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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

서 접속방식에 따라서는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가 제한될 수 있으나 정보서비스용 컨텐츠는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컨텐츠의 양과

질은 서비스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

어, WAP에서 정의하는 WMLScript 란 기능을 통

해 JavaScript와 같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능력은 컨텐츠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 종류의 다양성은 사용자들을 끌

어들일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다. 컨텐츠의 종류와 양

단기적으로는 사업자의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한 성패를 가늠하는 가장 주요한 요소는 컨텐츠

의 종류에 달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적으로

는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 서비스 제공 능력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컨텐츠

가 성패를 좌우할 수 있겠으나 초창기의 현재 시점

에서는 컨텐츠가 더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듯이 각 이동전화 서비스

사업자들은 컨텐츠 전문업체들과의 협력 강화와

함께 공동 개발 작업에 본격 나서고 있다. 특히 개

별 휴대폰 가입자별로 원하는 인터넷 컨텐츠를 미

리 선택해 두어 일일이 인터넷에 접속해 정보를 검

색하거나 찾지 않아도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까지 갖고 있다.

SK텔레콤은 계열사인 넷츠고를 통해 인터넷

컨텐츠를 무선 인터넷용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

행하고 있으며, 한통프리텔도 하이텔과의 협력은

물론 자체 규격으로 서비스해온 핸디넷 컨텐츠를

무선 인터넷용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

다. LG텔레콤은 그룹사인 LG인터넷이 채널아이

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인터넷 컨텐츠를 무선

인터넷용으로 전환시키는 작업과 함께 포털 사이

트를 운영할 계획이고, 한솔PCS는 삼성전자의 애

니콜 스마트폰이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유니텔과

연계해 개발하고 있는 무선 인터넷 컨텐츠를 수용

하여 서비스한다는 방침이며 MS와 공동 개발하

고 있는 무선 인터넷 컨텐츠를 통해 차별화한 서

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각 사업자들은 계좌 조회, 계좌 이체 등의

사이버뱅킹, 항공권 및 영화표 예매, 증권시장에

서의 시세 조회, 매매 주문, 체결 확인 등에 대한

컨텐츠 서비스 계획도 갖고 있다.

라. 접속방식의 전망

지원업체의 수, 사용자 수, 컨텐츠의 양, 서비

스 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단연 WAP가 압

도적인 우세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IP 기반의 인

터넷 서비스가 상용화 되기 전까지는 WAP가 이

동전화에서의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가

장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휴대폰 전화 사용자의 특성이 뚜렷한

목적을 갖고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목적은 이동전화 사업자가 개발하여

제공하는 컨텐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

로 한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내에 있는

컨텐츠의 양과 질이 매우 중요해지는 반면에 해외

에 있는 수많은 컨텐츠에 대한 서비스 요구는 그

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요

구를 충족시킬 수만 있다면 WAP 방식이 아닌 독

자적인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

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

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WAP 방식이 전세계의 많은 사업자들에게 받

아들여 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LG텔레콤, 한통프

리텔 등이 채택하기로 하였고 그 외 다른 일부 사

업자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프로토콜 체

계를 사용하는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컨텐츠의 공

유가 가능해지는 또 다른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LG텔레콤 사용자는 한통프리텔에서 구축한 컨텐

츠를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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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 효과는 대단할 것이다. 무엇보다 사업자의

처지에서 컨텐츠 구축 비용이 대폭 절감되고 그러

면서도 컨텐츠 서비스의 종류는 다양해지고 사용

자는 더욱 만족할 수 있게 되는 연쇄적인 파급효

과를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독자적인 방식의 생존이 비교적 유리한

곳이 이동전화의 인터넷 접속서비스 시장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도태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6월 24일자 전자신문에 따르면 시장조사

업체인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가 최근 “국제표준

을 이용한 무선 IP 망 구축(Unwiring the IP Net-

work with Global Standards): WAP와 블루투스”
라는 보고서를 통해 휴대폰 기반의 무선인터넷 접

속을 가능하게 해주는 WAP 기술과 고주파를 이

용해 컴퓨터, 휴대폰, 자동차 등 다양한 장치 사이

에 데이터를 송수신하게 해주는 근접 무선데이터

통신기술 블루투스가 향후 휴대폰 기술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두 가지 무선기술을 기반으로 향

후 휴대폰 기능이 멀티미디어, 인터넷 등의 분야

에서 대폭 향상될 것이라고 밝히고 2003년 미국

및 서유럽 시장에 공급되는 휴대폰 단말기의

95%가 WAP 지원 기능을 내장하고, 70%는 블루

투스 기술을 탑재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WAP 기능을 기반으로 휴대폰용 웹브라

우저인 마이크로브라우저를 통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휴대폰은 향후 4년간 5억 2500만 대 가량

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서비스 차별화를 추

구하는 휴대폰 사업자들이 WAP와 블루투스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휴대폰 수요

확대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III. 무선 인터넷 서비스
3 )

를 위한 기술

다양한 이동성 통신환경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3) 네트워크 접속용의 물리적 연결선이 쓰이지 않는 통신

환경을 위한 인터넷 서비스를 뜻한다. 따라서 이동통신

이나 무선통신 등과 같은 이동성 통신환경에서의 인터

넷 서비스를 뜻한다.

제공할 수 있는 기술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그림

1)을 가지고 살펴보기로 한다.

위와 같은 프로토콜 계층 구조에서 LAN 세그

먼트의 통신을 위해 쓰이는 Ethernet 부분이 무

선통신, 이동통신, 위성통신 등의 통신기술로 대

치되고 이동 단말기에 TCP/IP 프로토콜과 응용

을 설치한다면 무선 인터넷 서비스는 자연스레 실

현될 수 있다. 인터넷 프로토콜의 처지에서는 무

선 데이터 송수신이 하위계층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기 때문에 무선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하여 해결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성능과 운용의 측면에서 문제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림 1)과 같이 통신망과 통신망을 연결시켜

주기 위하여 라우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동 단

말기와 이동 라우터를 항상 같이 갖고 다닐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단말기 속에 호스트 기능

과 라우터 기능을 동시에 구현하면 해결될 수 있

다. 이러한 단말기를 휴대하고 다닌다면 자유롭게

이동하는 상황에서 IP 데이터그램은 적절하게 목

적지까지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IP 데이터그램은 라우팅 경로를 따라 통신망

속에서 전달된다. 라우팅 경로를 결정하는 프로토

콜이 바로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유선 통신망에

기반을 두고 있는 현재의 인터넷에는 RIP, OSPF,

BGP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라우팅 프로토콜이 쓰

이고 있다. 이러한 프로토콜에서는 라우팅 경로를

결정하기 위하여 많은 메시지들을 주고 받으며,

기본적으로 유선 통신망 환경에 바탕을 두고 설계

된 프로토콜이다.

따라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호스트들로 가득 찬

무선 통신망에서 유선 통신망 기반의 라우팅 프로

토콜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데이터 통신의 효

율을 저하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무

선 통신망과 호스트의 이동성이 매우 높은 환경에

적합한 별도의 라우팅 프로토콜을 설계하여야 한

다. 바로 이것이 MANET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

표이다. 즉, 완전 무선망에서의 인터넷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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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Client

TCP

IP

Ethernet 
Driver

Ethernet 
Driver

IP

Token Ring 
Driver

Token Ring 
Driver

HTTP 
Server

TCP

IP

Token Ring

Ethernet

Router

TCP Protocol

HTTP Potocol

CSMA/CD 
Protocol

Token Ring 
Protocol

WAP

WAP 게이트웨어

IP 
Protocol

IP 
Protocol

(그림 1) 프로토콜 계층 구조

위하여 효과적인 라우팅 프로토콜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이동통신에서의 휴대폰 단말기는 매우 동적으

로 움직이는 단말기 이동성과 무선이라고 하는 점

에서 완벽하게 MANET의 통신환경과 같다. 따라

서 휴대폰 단말기에 MANET 기술이 적용될 수만

있다면 휴대폰에서 손쉽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휴대폰 단말기는 많은

제약을 갖고 있다. 낮은 처리능력의 CPU, 적은

메모리, 제한된 전원 소비, 조그만 표시창 등과 같

은 하드웨어 제한이 있고, 낮은 대역폭, 보다 긴

데이터 전송 지연, 낮은 통신 안정성 등과 같은 통

신능력의 제한이 있다.

따라서 현재의 기술적 상황에서 MANET 기술

을 휴대폰 단말기에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

이 많다. 그래서 이동통신환경에서 운용하기에 적

합한 새로운 프로토콜 체계를 생각해 내었다. 그

렇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인터넷 서비스인 만큼 프

로토콜의 기능은 인터넷에 있는 프로토콜들을 기

반으로 설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터넷 프로

토콜 체계와 이 프로토콜 체계는 서로 다르기 때

문에 두 체계를 가운데서 중계해주는 게이트웨이

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인터넷망과 이동통신망

의 접속점에 게이트웨이를 두어 두 프로토콜 체계

사이의 중계 역할을 해줌으로써 인터넷 서비스가

두 통신망 사이에서 운용될 수 있게 된다. 이 목표

를 갖고 있는 것이 WAP라고 하는 것이다.

인터넷은 매우 다양한 서비스 능력을 제공할

수 있고 휴대폰 단말기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능력 등에서 매우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따

라서 단말기와 인터넷에 있는 서버 사이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말기와 서버

사이에 서로의 서비스 능력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메모리 크기, 화면 표시창 크

기, 브라우저의 종류, 처리할 수 있는 인코딩 방식

등과 같은 정보를 통해 서버는 단말기에게 적합한

형태의 데이터를 전송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

한 목적을 위해 CC/PP가 W3C에서 개발되고 있

다. W3C는 WAP 포럼과 공동개발하고 있으므로,

WAP 통신환경에서 휴대폰과 게이트웨이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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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서비스를 위한 협상의 목적으로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CC/PP는 통신 프로토콜에 독립

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MANET, Mobile IP,

i-MODE, AnyWeb 등과 같은 다른 통신방식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

휴대폰 사용자의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은 아니지만 휴대폰으로 수신한 데이

터를 노트북으로 옮긴다든지 디지털 카메라의 사

진 파일을 휴대폰의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전송하

고자 할 때 장치 사이의 데이터 교환이 이루어져

야 한다. 이처럼 짧은 거리 내에서의 데이터 송수

신을 무선통신으로 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서 개발되고 있는 것이 블루투스이다.

이번에는 노트북 사용자의 처지에서 생각해보

자.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노트북을 LAN에 접속

시켜 해당 LAN에 맞게끔 네트워크 환경을 설정

하여 사용한다. 이러한 사용자들은 MANET이나

WAP가 제공하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원하기

도 하지만, 원거리의 다른 LAN에 갖고 가서 거기

에 맞게 네트워크 환경을 다시 설정해야 하는 귀

찮은 일만 하지 않아도 좋겠다는 소박한 소망을

종종 말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Mobile IP를 개발

하고 있다. 즉, 데이터 교환은 인터넷의 유선망을

그대로 이용하고 무선통신 기술을 LAN 환경에서

만 이용하면서 사용자가 다른 장소로 옮겨가서 네

트워크 환경을 다시 설치하지 않고도 이미 사용하

던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사용자가 노트북에서 파일을 수신하고 있는 도

중에 이웃에 있는 다른 LAN으로 옮겨간다면

Mobile IP는 이 상황도 지원한다. 그러나 수신되

고 있는 파일 전송에 문제가 생긴다. 앞서 있던

LAN으로 도착하던 데이터가 목적지를 잃어버리

게 되고, 또한 데이터 전송을 위한 TCP 연결을

포트와 IP 주소의 쌍을 이용하여 식별하는데 다른

LAN으로 옮겨감으로써 IP 주소가 바뀌게 되고

TCP 연결을 식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즉,

이동통신의 핸드오버가 음성통화가 끊어지지 않

고 한 셀에서 다른 셀로 옮겨갈 수 있게 하는 것과

같이 Mobile IP 통신환경에서도 TCP의 핸드오버

현상이 생기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는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선 TCP라

고 이름을 붙이는 다양한 개발 노력이 시작되었다.

Ⅳ. 개발 기술에 대한 개념적 소개

1 .  MANET

MANET은 유선 기반망 없이 이동 단말 및 무

선으로만 구성된 통신망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

이며, 산악지의 긴급 구조 상황이나 전쟁터, 또는

몸에 착용할 수 있는 컴퓨터 등과 같이 유선 기반

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손쉽게 통신망

을 구성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

술이다.

무선신호의 송수신은 데이터링크 계층의 하드

웨어와 프로토콜이 담당하게 되므로 인터넷 프로

토콜 자체로서는 특별한 기술적 향상 없이 현재의

기술을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

를 들어, CDMA, GSM 등의 이동통신 기술을 데

이터링크 프레임 전송기술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다.

이와 같은 무선 기반의 통신망은 단말의 높은

이동성으로 망 구조가 매우 동적으로 변할 수 있

고, 무선 신호는 공중으로 전파되어 원하지 않는

이동 단말도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고, 낮은 대역

폭과 높은 전송 오류, 낮은 보안성, 전력 사용의

제한, 그리고 전송 회선의 불안정 등의 망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망 특성 속에서 IP 데이터그램이 완전

무선망을 통해 목적지 경로를 향해 전달되기 위해

서는 중계 역할을 해줄 라우터가 필요하고, 라우

터의 포워딩 경로를 결정하기 위해 라우팅 프로토

콜이 필요하다.

그런데 유선 인터넷망에 설계된 기존의 라우팅

프로토콜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 기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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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팅 프로토콜이 주기적인 메시지 교환을 필요하

기 때문에 망의 대역폭을 낭비하고, 동적인 망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가 없으며, 라우팅 루프

가 생길 가능성도 있어, 보다 효과적인 라우팅 프

로토콜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그리고 휴대용 라우터를 이동 단말기와 함께

가지고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MANET에 기반하

는 이동 단말기는 호스트 역할과 라우터 역할을

동시에 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MANET 통신환경에서는 이동 단말에

호스트 기능과 라우터 기능을 동시에 구현하고,

동적인 망구조와 불안정한 망특성을 반영하는 라

우팅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무선신호가 불특정 다

수에게 방송되는 상황에서 보안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기술이 필요하다. 현재의 연구동향은 핵심이

되는 라우팅 프로토콜에 연구개발 노력이 집중되

고 있고, IETF의 MANET 그룹에 다음과 같은 12

가지의 라우팅 프로토콜이 제안되어 있는 상황이

다[1].

• The Zone Routing Protocol(ZRP) for Ad Hoc

Networks

• Temporally-Ordered Routing Algorithm

(TORA)

• Ad Hoc On Demand Distance Vector(AODV)

Routing

• The Dynamic Source Routing Protocol

• Cluster Based Routing Protocol(CBRP)

• AMRoute: Adhoc Multicast Routing Protocol

• Core Extraction Distributed Ad Hoc Routing

(CEDAR)

• On-Demand Multicast Routing Protocol

(ODMRP)

• Optimized Link State Routing Protocol

• INSIGNIA

• AMRIS

• Long-Lived Ad Hoc Routing based on the

Concept of Associativity

MANET의 목표가 달성된다면 Mobile IP의 복

잡한 과정과 TCP 핸드오버라는 문제도 없어지고,

TCP/IP 인터넷 프로토콜의 핵심 기반인 IP 데이

터그램이 이동통신망에서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기개발된 각종 인터넷 프로토콜

들이 간편하게 수용될 수 있다. 따라서 MANET

은 3세대 이동통신망을 위한 인터넷 접속 기술로

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MANET의 성공 여부는 프로토콜 자체

문제보다는 다른 곳에서 발견된다. 유선 인터넷망

과 접속하기 위해서는 접속 라우터가 있어야 하고,

MANET 라우팅 프로토콜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라우터는 기존 유선망 라우팅 프로토콜과 MANE

T 라우팅 프로토콜을 모두 수용하여야 한다. 결국

기존 망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Mobile

IP가 기존 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활용

될 수 있음에 비해 결정적 장애 요인이 되는 것이

다. 좀 더 연구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 장애 요인은

제거될 수 있고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므로 차세대

를 위한 기술로서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  Mobile IP

노트북 사용자가 원거리에 옮겨가서 노트북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장소의 네트워크 환경

에 맞춰 통신환경을 다시 설정하여야 한다. 그래

서 이러한 불편함 없이, IP 주소를 비롯한 네트워

크 환경을 바꾸지 않고도 지리적인 위치에 상관없

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라우터나 호

스트의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없고, 현재의 IP 주

소와 그 형식에 대해 변경하지 않고도 계속 사용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LAN 환

경의 무선통신환경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통신망

을 통한 데이터그램 교환은 기존의 유선 인터넷망

을 그대로 이용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Mobile IP

가 등장한 목적이다[2].

Mobile IP 기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용어가 등장하는데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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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obile IP의 동작 개념도

Foreign Agent

3. Datagram to mobile node arrives on the
home network via standard IP routing

Correspondent Node
(Home or Foreign Agent)

2. Registration respone
and binding

Home Agen t

4. Datagram is intercepted by home agent and

tunnelled to the care-of-address

1. Registration request

5. Datagram is detunnelled and delivered to the
mobile node

Agent
Advertisement

Mobile Node

• MN(Mobile Node): 이동 단말의 역할을 하는

노트북 호스트 또는 라우터

• HA(Home Agent): MN가 원래 자리하고 있던

본거지 네트워크에 있으며 MN의 현재 위치 정

보를 관리하고 데이터그램의 터널링 기능을 수

행하는 호스트 또는 라우터

• FA(Foreign Agent): MN가 방문하는 원격지

네트워크에 자리하여 HA로부터 터널링되어 오

는 데이터그램을 수신하여 MN에게 전달하고,

등록된 MN가 전송하는 데이터그램에 대한 라

우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트 또는 라우터

• COA(Care-of-Address): HA가 터널링할 때

사용하는 목적지 IP 주소

(그림 2)는 Mobile IP의 통신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 프로토콜 절차를 설명하도록

한다.

① FA는 해당 네트워크에서는 HA로서 역할을 하

고 있으므로 HA와 FA 둘 다 자신의 관할 지역

으로 Agent Advertisement 메시지를 송신한

다. 또는 MN가 Agent Solicitation 메시지를

송신하여 Agent를 찾는다.

② MN는 Advertisement 메시지를 수신하여 자

신이 Home에 있는지 Foreign에 있는지 판단

하고 Home에 있으면 Mobile IP 서비스를 받

지 않는다. MN가 Foreign에 있다고 판단하면

FA의 Advertisement 메시지로부터 COA를

할당 받거나, FA가 망에 없으면 DHCP(Dyna-

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를 통해 CO

A를 할당 받는데 이때의 COA를 Co-located

COA라고 한다. 이어서 MN는 할당 받은 COA

주소를 FA에게 알려주고 FA는 HA에게 Reg-

istration 요구를 보내어 등록을 신청한다. MN

가 Co-located COA를 할당 받은 경우에는

MN가 HA로 직접 Registration 요구를 보내어

등록한다.

③ MN는 HA로부터 Registration 응답을 수신하

고 이를 통해 HA와 COA 주소를 가진 노드 사

이에 터널링이 완료된다. 즉, COA의 경우에는

HA와 FA 사이, Co-located COA의 경우에

HA와 MN 사이에 이루어진다.

④ MN가 원래 가지고 있던 Home 주소로 도착하

는 모든 데이터그램은 HA가 수신하여 MN의

COA로 터널링하고 최종적으로 MN가 수신한다.

⑤ MN가 어떤 서비스를 요청할 때, 요구 메시지

는 터널링을 통해 HA에게까지 전송되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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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에 있는 서버 주소를 향해 다시 전송된

다. 서버의 응답은 HA에게 도착하고 터널링을

통해 FA를 거쳐서 MN가 수신한다. 따라서

MN가 보내고 수신하는 모든 데이터는 HA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문제를 보인다. 극단적인

경우, MN가 FA가 있는 LAN 세그먼트에서 바

로 이웃에 있는 다른 호스트와 통신하려 할 때

조차도 터널링을 통해 HA를 경유하여 데이터

를 송수신하게 된다.

Mobile IP는 현재의 IP 포워딩 체계와 라우터

장비를 바꾸지 않더라도 LAN 세그먼트에 에이전

트와 이동노드만 추가하면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

므로, TCP 핸드오버 문제와 FA, HA, 및 MN 사이

에 이루어지는 이른바 트라이앵글 라우팅 문제에

도 불구하고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연

장선에서 이동통신망에서의 인터넷 연동기술로

Mobile IP가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

난 7월의 IETF 회의에서는 이동통신망과 연동을

위해 고려할 사항들에 대한 인터넷 드래프트가 최

초로 제안되었다.

3 .  무선 T C P

완전 무선망에서 IP 데이터그램을 어떻게 효과

적으로 라우팅할 수 있을 것인가가 MANET의 현

재 목표이고, 다루고 있는 대상은 IP 데이터그램

이다. 개개의 IP 데이터그램은 완전히 독립적이기

때문에 각각이 서로 다른 경로를 따라 목적지까지

전달될 수도 있다. 즉, MANET 환경에서의 핸드

오버는 IP 라우팅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Mobile IP 환경에서는 두 가지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한 장소에서 파일을 수신 받고 있

다가 이웃에 있는 다른 장소로 옮겨갔을 때 MN

는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COA를 할당 받게 된

다. 이때 HA로부터 터널링되어 전송되던 데이터

가운데 일부가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파일 수

신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TCP 연결은 IP 주

소와 포트번호의 쌍을 통해 식별되는데, 새로운

장소에서 FA의 주소와 COA의 주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TCP 연결에 대해 처음에 할당되었던 IP/

포트 쌍의 관련성이 깨지게 되고 더 이상 TCP 연

결을 식별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

시 말해, 옮겨간 장소에서는 기존에 설립되어 있

던 TCP 연결을 인식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파

일 수신이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Mobile IP 환

경에서는 TCP 핸드오버라는 현상이 발생한다.

TCP 핸드오버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하

는 것이 주요한 연구개발 목표이고, 이것을 위한

기술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나 이 기술

들은 Mobile IP 프로토콜에 바탕을 두고 설계한

것이 아니고 유선망과 무선망이 결합될 때 발생하

는 TCP 핸드오버를 나름의 방식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Mobile IP 환경에서는 새로운 방

식이 제안되거나 아래 방식들이 적절히 수정되어

야 할 것이다.

아래 방식 외에 Multiple acknowledgement와

Hierarchical mobility management 등이 제안되

어 있다.

가. Fast Retransmission

1995년 IEEE JSAC에 발표되었고, 패킷 손실

이 발생하면 망 혼잡에 의해 생긴 것과 핸드오버

에 의한 것을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핸

드오버를 하게 되면 이동 호스트가 고정 호스트에

게 핸드오버를 알리고 고정 호스트는 즉시 재전송

을 시작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나. Indirect TCP

Rutgers 대학교의 A. Bakre와 B.R. Badrinath

가 1995년 ICDCS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내용이

다. 유선망과 무선망을 구분하여 두 망 사이의 중

계 역할을 하는 MSR(Mobile Support Router)을

설치하여 고정 호스트는 MSR과 TCP 연결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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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고, 또한 MSR을 이동 호스트와도 TCP 연결

을 설립한다. 이 상황에서 고정 호스트는 이동 호

스트의 존재를 알지 못 하며 MSR에 있는 이동 호

스트의 이미지와 통신하게 된다. 따라서 고정 호

스트는 이동 호스트의 핸드오버 발생을 모른다.

결국 이동 호스트에 핸드오버가 발생하면 MSR이

데이터 재전송 등을 통해 핸드오버를 지원해주게

된다.

다. SNOOP

UC Berkeley의 H. Badlakrishnan, S. Seshan,

R.H. Katz에 의해 1995년 ACM Wireless Net-

works에 발표된 것이다. 여기서도 통신망을 유선

망과 무선망으로 분리한다. 무선망 자체의 높은

비트 에러율을 보완하기 위해 로컬 재전송을 수행

하고 IP 멀티캐스팅 기능을 이용하여 매끄러운 핸

드오버를 보장한다. 고정 호스트가 이동 호스트에

게 데이터를 전송하면, 이동 호스트의 HA가 패킷

을 가로채고 이 패킷 앞에 IP 멀티캐스트 헤더를

붙여 멀티캐스트 전송한다. 그러면 모든 베이스

스테이션(Base Station: BS)들은 이동 호스트의

핸드오버 때 로컬 재전송을 할 수 있도록 패킷을

버퍼링한다. 이어서 Primary BS는 이 패킷을 이

동 호스트에게 보내도록 한다. 핸드오버에 의해

패킷 손실이 발생되면 BS가 로컬 재전송을 수행

하고, 이동 호스트는 핸드오버 후에 곧바로 다음

패킷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라. M-TCP

1997년에 South Carolina 대학교의 K. Brown

과 S. Singh이 발표하였다. 전체 네트워크를 이동

호스트, MSS(Mobile Support Station), SH(Su-

pervisor Host) 등의 3계층으로 나누어 잦은 핸

드오버 시 상태 정보 전송에 드는 오버헤드를 줄

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잦은 핸드오버가 일어

나는 경우에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다.

4 .  WAP

개념적 정의에 따라 생각해볼 때, CDMA 이동

통신망을 데이터링크 계층으로 간주하면 MANE

T 기술은 이동통신 단말기에 완벽하게 쓰일 수가

있다. 기지국 사이의 유선망을 인터넷과 접속시킨

다면 Mobile IP 기술도 적절하게 이동통신환경의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쓰일 수도 있다. 그러나

MA NET이나 Mobile IP가 휴대폰 단말기에 직접

운용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동통

신망에 적합한 프로토콜 체계를 만들고 인터넷과

의 연동을 위한 게이트웨이를 고안하는 것이 보다

손쉽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

로 생각하게 되었다.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의 목적

은 디지털 셀룰러 전화와 무선 터미널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종류의 무

선 통신망 기술에서 운용될 수 있는 무선 프로토

콜 규격을 개발하고, 다른 종류의 무선 통신망 기

술과 장비들에도 쓰일 수 있는 컨텐트와 응용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림 3)은 WAP의 동작 모델을

보여주는 그림이다[3].

WAP 모델에서는 휴대 단말기와 인터넷 서버

사이에 WAP Proxy라 불리우는 게이트웨이를 두

도록 하여 WAP 프로토콜 체계와 인터넷 TCP/IP

프로토콜 체계 사이의 변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휴대 단말기의 인터넷 서비스 요구는

WAP 프로토콜의 형태로 게이트웨이에게 전달되

고, 게이트웨이는 요청받은 서비스를 기존 인터넷

유선망을 통해 인터넷 프로토콜로 다시 서비스를

요청한다. 이어서 WAP 게이트웨이는 인터넷 서

버로부터 응답을 받고 서비스를 최초로 요청했던

휴대 단말기에게 WAP 프로토콜로 전송함으로써

모든 과정이 이루어진다.   

WAP 프로토콜의 구조는 (그림 4)와 같다.

WAE(Wireless Application Environment)는

일반적 다목적 응용을 개발하기 위한 응용 환경에

대한 규격을 정의하고 있으며, WML(Wire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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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P HTTP

Encoded Response

WAE
User
Agent

Client

Gateway

Request

Origin Server

Response(content)

Encoders
and

Decoders

Encoded Response CGI
Scripts,

ets

(그림 3) WAP 모델

Content

(그림 4) WAP 구조

Transport Layer(WDP)

Security Layer(WTLS)

Transaction Layer(WTP)

Session Layer(WSP)

GSM IS-136 CDMA CDPD PDC-P iDENPHS FLEX Etc…

Bearers:

Applications Layer(WAE) Other Services and
Applications

Mark-up Language), WMLScript, WTA(Wire-

less Telephony Application), 컨텐트 형식 등을

정의하여 휴대폰 단말기에 적용될 수 있는 응용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응용 프레임워크를 정의한다.이

를 바탕으로 웹서비스를 위한 소규모 브라우저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WML은 이동통신환경용 웹

문서를 작성하는 데 쓰이는 언어이고, WML

Script는 JavaScript 처럼 WML 문서 내에서 동적

인 응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스크립트 언어이다.

WSP(Wireless Session Protocol)는 WTP 상

의 연결형 서비스와 WDP 상의 비연결형 서비스

에 대해 일관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준다. 즉, 응

용에서는 원하는 서비스가 연결형인지 비연결형

인지 상관없이 WSP 인터페이스만 이용하면 된다.

WSP의 프로토콜 기능과 목적은 HTTP/1.1를 바

탕으로 설계되어 있고, 장시간 활용의 세션을 정

의하여 하나의 세션 내에서도 여러 번의 WTP 또

는 WDP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해진다. 불안정한

통신회선에 대처하기 위하여 세션을 일시 중지

(suspend) 또는 재개(resume)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토콜 기능에 대한 협상도 가능하게 한다.

WTP(Wireless Transaction Protocol)는 서비

스 요구와 응답이 한 쌍으로서 데이터 송수신의

기본 단위가 되는 트랜잭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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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및 비신뢰성 데이터 전송기능을 제공하고

오류복구를 위해 재전송기능도 담당하고, 중복 메

시지의 폐기, 수신 성공에 대한 응답 등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WTP는 기능적으로 TCP와 대응된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작을 위해 두 가지 메

시지가 정의되어 있는데 사용자 데이터를 전송하

기 위한 데이터 메시지와 제어를 위한 제어 메시

지이다.

WTLS(Wireless Transport Layer Security)

는 인터넷의 TLS를 근간으로 작성된 보안 프로

토콜이다. 안전한 세션의 설립을 수행하고, 인증,

부인봉쇄, 무결성, 기밀성 등의 보안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다.

WDP(Wireless Datagram Protocol)는 인터넷

의 UDP와 IP를 같이 대응시켜서 이해할 수 있다.

IP 데이터그램이 비신뢰성 전송의 역할을 수행하

면서 인터넷 통신망의 데이터 전송에서 기본 수단

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WDP도 비신뢰성 전송기

능을 담당하면서 WAP 구조의 기본 전송수단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UDP가 포트를 이용하여

end-to-end 전송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WDP

도 포트를 통해 end-to-end에 대한 전송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WAP 구조에서 WDP가 제일

밑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5. CC/PP 및 협상 프로토콜

많은 휴대폰 제조사들이 생산하는 휴대폰의 종

류는 매우 다양하다. 이들의 하드웨어 사양도 천

차만별로 다르고 사용자들의 인터넷 서비스에 대

해 원하는 선호도도 백인백색이다. 이러한 차이점

들을 어떤 서술형식으로 표현하여 서버와 협상을

할 수 있다면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자신의 입맛에

딱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WAP 포럼은 W3C와 협력을 하여 사용

자의 선호도, 응용의 지원기능, 장치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특성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규격을

개발하고, 이 정보를 휴대폰 클라이언트와 서버

<?xml version= “1.0”?>
<RDF

xmlns : RDF = “http://www.w3c.org/TR/WD-rdf-syntax#”
xmlns : PRF= “http:// www.w3c.org/TR/WD-profile-vocabulary#”
<RDF : Bag>

<RDF : Description about = “HardwarePlatform”>
<PRF : Defaults>

<Description

PRF : Vendor = “Nokia”
PRF : Model = “2160”
PRF : Type = “PDA”
PRF : ScreenSize = “800×600×24

PRF : CPU = “PPC”
PRF : Keyboard = “Yes”
PRF : Memory = “16mB”
PRF : Bluetooth = “Yes”
PRF : Speaker = “Yes” />

</PRF : Defaults>

<PRF : Modifications>

<Description

PRF : Memory= “32mB” />
<PRF : Modifications>

</RDF : Description>

<RDF : Description about = “SoftwarePlatform”>

(그림 5) CC/PP의 예

사이에서 협상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이 표준화 작업은 W3C의 Mobile Ac-

cess 워킹 그룹에서 담당하고 있다[4].

(그림 5 )는 CC/PP(Composite Capability/

Preference Profiles)를 이용하여 하드웨어 플랫

폼을 서술하는 예만 보인 것이며, 이 외에도 사용

자 선호도, E-mail이나 캘린더 응용의 정보, 소프

트웨어 플랫폼 등을 서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된 휴대폰 및 사용자 특성을 서버

와 협상하여 최적의 응답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협상 프로토콜은 (그림 6)의 형태가

한 가지 예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

6 .  Bluetooth

블루투스는 스웨덴의 에릭슨, 미국의 IBM과

인텔, 핀란드의 노키아, 일본의 도시바 등이 개발

중인 무선데이터통신 규격의 개발 코드명을 말한

다. 블루투스는 최대 데이터 전송속도 1Mbps 에

최대 전송거리 10m의 무선데이터통신 실현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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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serAgent —→ OriginServer]

M-GET/a-resource HTTP/1.1

Host : www.w3.org

Man : “http//www.w3.org/1999/06/24-CCPPexchange” ; ns=99

99-Profile : “http://www.aaa.com/hw”, “htttp”//www.bbb.com/sw”, “1-uKhJE/AEeeMzFSejsYshHg==”
99-Profile-Diff-1: <?xml version= “1.0”?>

<RDF xmlns = “http://www.w3.org/TR/1999/PR-rdf-syntax-19990105#”
xmlns: PRF = “http://www.w3.org/TR/WD-profile-vocabulary#” >
<Description ID = “SoftwarePlatform” PRF: Sound= “On” / >
</RDF>

[2.   OriginServer —→ UserAgent (case of failure)]

HTTP/1.1 510 Not Extended

[3.   OriginServer —→ CCPPrepositories]

GET http://www.aaa.com/hw HTTP/1.1

Host : www.aaa.com

…

GET http://www.bbb.com/sw HTTP/1.1

Host : www.bbb.com

…

[4.   OriginServer —→ UserAgent]

HTTP/1.1 200 OK

Ext:

Cache-control: no-cache

Content-Type: text/html

Content-Length: 1200

…

(그림 6) CC/PP Exchange Protocol의 동작 예

선 목표로 하고 있다. 1Mbps 는 사용자가 면허없

이 이용할 수 있는 2.4G㎐의 ISM(Industrial Sci-

entific Medical)대(帶)를 사용해 비교적 손쉽게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전송속도

다. 전송거리 10m는 사무실 내에서 사용자가 휴

대하고 있는 기기와 책상 등에 설치해 둔 기기간

의 전송거리로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이에 비해 정보통신기기간 데이터 통신의 업계

표준으로 통하는 적외선 통신규격 “IrDA(Infra-

red Data Association – 버전 1.1)” 방식은 최대

데이터 전송속도가 4Mbps로 블루투스를 앞서지

만 최대 전송거리는 1m로 짧다.

또한 블루투스는 음성채널을 위해 CVSD(Con-

tinuous Variable Slope Delta Modulation) 음성

부호화 방식을 사용한다. 이 방식을 채택한 이유

는 손실 또는 손상된 음성 신호에 대해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음성 패킷을 재전송하지

않는다[5].

그러나 적외선 통신방식과 비교할 때 블루투스

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휴대 정보통신기기를 가

방이나 주머니에 넣은 채로 다른 정보통신기기와

통신할 수 있는 점이다. 예컨대 블루투스 방식에서

는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 데이터를 PC나

휴대전화기와의 케이블 접속 등과 같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 일정 거리 안에서는 어떤 상태에서든

그대로 전송할 수 있다. 또한, 프린터, PDA, 데스

크탑 PC, 팩스, 키보드, 조이스틱, 그 외의 다른 디

지털 장치들 사이에 유선 접속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더라도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IrDA 방식에서도 케이블을 접속하지 않고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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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통신을 할 수 있지만 적외선을 통과하지 않는

차폐물이 가로막고 있을 경우에는 통신이 불가능

하다. 이 때문에 적외선 통신에서는 기기간의 인

터페이스를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블루투스에서는 FEC(Forward Error

Correction)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약간 먼 거리

에서의 전송오류에 대해 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5].

V. 결 론

현재 국내에는 이동통신 서비스가 대단히 활성

화되어 있으며 인터넷의 급격한 보급과 활성화에

따라 이동통신에서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많이 이루어져 왔기에 시장동

향 분석을 통해 단말기 제조사 및 사업자들의 동

향과 기술개발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휴대폰의 하

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그리고 통신 특성에 가장

적합한 인터넷 서비스 방식은 이동통신망과 인터

넷망 사이에 게이트웨이를 두는 방식이라 할 수

있고, 이 방식에 기반을 둔 여러 가지 기술들 가운

데 WAP가 최종 승리자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다양한 무선통신의 기술들을 바탕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

지 시도들을 함께 살펴보았다. 각각의 기술들은

나름의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으며 서로 결합되어

쓰일 수 있는 것도 있고 미래를 위한 징검다리로

서 현재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도

있다. 이 분석서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을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의 인터넷 유선망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므

로 Mobile IP는 앞으로도 계속 생명력 있는 기술

로 개발될 것이고, Mobile IP 환경에서의 TCP 핸

드오버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망

에서 WAP 다음 세대의 인터넷 서비스 기술로

MANET이나 Mobile IP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블루투스는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컴퓨터 주변장치들의 연결 케이블을 없애는 기술

로서 앞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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