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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사용자들의 이동성에 상관없이 서비스의 지속성

을 유지하기 위한 현재의 이동 시스템은 크게 셀룰

러 시스템과 무선랜 시스템으로 구별된다. 셀룰러 

시스템의 경우에는 비록 빠른 이동성과 넓은 지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최대 

데이터 전송률의 한계 및 비싼 요금으로 인하여 음

성 통화 및 짧은 단문 전송 서비스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무선랜의 경우, 높은 데이터 전

송률을 보장할 수는 있으나, 좁은 반경 내에서의 제

한된 서비스 제공 및 이동성 지원 측면에서 사용자

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용자들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서

비스의 필요성이 인식되었고 이를 위하여 제안된 것

이 바로 휴대인터넷 서비스이다[1],[2].  

휴대인터넷의 서비스 측면, 기술적 측면에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서비스 측면: 유선 인터넷 망과 연계하여 무선 

단말기를 통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차량 이동 

시에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으며, 하나의 단

말기로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로

밍 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즉, 언제, 어디서나 

정지 및 중저속 이동 상태에서 고속의 전송속도

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얻거나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기술적 측면: 2.3GHz 주파수 대역에서 10MHz

의 대역폭을 가지며 광대역 무선 전송 기술을 

위하여 OFDMA(Orthogonal Frequency Divi-

sion Multiple Access)/TDD(Time Division 

Duplex)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무선랜의 

자원 경합 방식이 아닌 자원 할당 방식을 사용

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서비스 질(QoS) 측면에서 

보다 장점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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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 시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의 한 네트워크 솔루션 업체가 제시
한 무선랜 기반의 ‘메트로폴리탄 모바일 네트워크(Metropolitan Mobile Network: MMN)’ 시스템은 초고

속 광대역 무선 액세스를 위하여 새로운 장비를 개발하고 표준을 마련하고 있는 휴대인터넷(WiBro) 서비
스와 경쟁 및 보완 관계에 있지만 당장 현장에 설치하여 서비스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일부사업자
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MMN 시스템의 특징, 적용 기술 및 네트워크의 구조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추후 초고속 무선 액세스를 위한 제반 기술 관점에서 휴대인터넷과의 기술적 비교를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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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러한 휴대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국내의 

ETRI를 비롯하여 ArrayComm[3], Flarion[4], 

Navini[5]에서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거나 개발중에 

있으며, 이동성 지원 측면에서 더욱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휴대인터

넷 시스템의 개발 및 완전 상용서비스까지는 최소 

1~2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비

용 측면에서 휴대인터넷 서비스가 대략 1조 원의 투

자비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며, 각국의 이해 관계

가 반영되는 표준화 작업 특성으로 인하여 추가적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솔루션 업체의 하나인 시

스코에서는 초고속 무선 액세스망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무선랜 기반의 메트로폴리탄 모바일 네트워크 

(Metropolitan Mobile Network: MMN)[6]를 제

안하였다. MMN의 경우, 현재의 무선랜 시스템을 

기반으로 고속의 이동성을 지원함으로써 적은 투자 

비용으로 충분한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

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본 고에서는 MMN의 기술적 특징과 현재 시스코에

서의 시스템 개발 현황 및 실제 적용 예를 살펴본다. 

또한, 무선랜 기반의 MMN과 휴대인터넷 기술과의 비

교를 통하여 MMN의 발전 방향을 간략히 살펴 본다. 

II. 메트로폴리탄 모바일 네트워크(MMN) 

시스코의 MMN은 유/무선 IP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합하는 안전하면서도 광대역 이동성 제공을 위한 

기술이다. 시스코의 MMN을 통하여, 현재의 물리적 

인프라스트럭처에 상관 없이 유선 기반의 서비스나 

응용들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다. 이러한 MMN은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게 된다. 

1. 네트워크 구조 

MMN의 구조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

게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각 부분에서 적용되

어야 할 기술은 다음과 같다. 
 

1) 코어 네트워크: IP 통신, 이동성, 그리고 향상된 

보안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지능적 스위칭과 

라우팅을 포함하는 코어 인프라스트럭처로 구

성된 사설 데이터 네트워크를 일컫는다. 

2) 군집(Aggregation): 지능적 라우팅 기능을 제

공하는 네트워크의 종단점이다. 침입 탐지, 방

화벽, 그리고 사설망과 같은 보안 기술이 네트

워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사용된다. 
 

Individual Client 
Outdoor AP 

Individual Client 
Non Root Bridge 

Mutiple(Subnet) 
Clients 

Non Root Bridge 

Mobile Router 

Access 
(Mobile Clients) 

Private Network 

1xRTT/GPRS 

Public WAN 

Distribution 
(Wireless WAN) 

Edge Router 
HA2 

MMN DMZ 

nIDS2 VPN2 
Application 

Servers 

Core 
Network 

AAA 
Services/RADIUS 

HA1 nIDS1 
VPN1 

PIX1 

PIX2 

Edge Router 
EdgeR1 

Aggregation 
(Core DMZ) 

Core 
(Enterprise 
Network) 

(그림 1) MMN 인프라 구성도 



전자통신동향분석 제19권 제6호 2004년 12월 

 

812  

3) 분배(Distribution): 빌딩들, 가로등, 신호등과 

송신탑들을 이용하고 빠른 속도, 보안성과 외

부에서의 원격접속을 제공하는 유선 또는 무선 

이동 기술들이 제공된다. 셀룰러 데이터 서비

스는 네트워크로부터 정보를 분산하는 데 사용

할 수 있는 또 다른 무선 기술이다. 

4) 액세스(Access): 시스코 또는 시스코 호환 무

선랜 장비를 이용하여 사용자들이 통합된 모든 

네트워크 서비스들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장비들은 보안 접속과 도시 사이에서의 인증 

통신, 무선 신호들에 의해 접근 가능한 어떤 장

소에서도 모든 데이터와 통신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게 한다. 즉, 액세스 계층은 액세스 포인

터를 이용하여 구성된 사설 핫 스팟들이다. 액

세스 포인트들은 네트워크에 있는 자원들의 연

결을 공동체 내에 있는 MMN 서비스 사용자들

에게 허용한다. 사용자들의 커다란 설비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서 액세스 계층에서는 802.11a/g 

기술을 이용한다. 

2. 구성 장비 

현재 시스코에서는 MMN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

존 액세스 포인터 개념인 무선 브리지와 이동 차량 

등에 설치하여 네트워크 이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모바일 액세스 라우터의 개발이 끝난 상태이다. 위

에서 살펴본 MMN의 각 구조에 적용하기 위하여 개

발된 장비는 <표 1>과 같다. 

가. 브리지 장비 

MMN을 위하여 개발된 브리지 장비는 2.4GHz

를 위한 시스코 에어로넷 1300 시리즈 무선 액세스 

포인트/브리지[7]와 5GHz를 위한 시스코 에어로넷 

1400 시리즈 무선 브리지[8]가 현재 개발 완료되었

다. 두 장비의 특징은 <표 1>과 같다. 

나. 모바일 액세스 라우터 

시스코의 대표적 모바일 액세스 라우터인 시스코 

3200 모바일 액세스 라우터[9]는 소형제품으로 차

<표 1> 시스코 무선 브리지의 특징 

모델 명 특징 

시스코 에어로넷 
1300 시리즈 
무선 액세스 

포인트/브리지 

? 도심 지역에서 사용자들과 다수의 이동 네트워크 또는 고정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위한 솔루션 제공 
? point-to-point, point-to-multipoint 지원 
? 최대 54Mbps의 데이터 전송률 
? 40km 범위 내에서는 11Mbps 지원 
? 100km/h로 주행 시에는 12~24Mbps 지원  

시스코 에어로넷 
1400 시리즈 
무선 브리지 

? point-to-point, point-to-multipoint 백홀 링크에 사용 
? 최대 54Mbps의 데이터 전송률 
? 5.8GHz에서 운용  
? 무선 브리지 역할 수행 
? 트래픽에 대한 릴레이, 리피터 역할 수행  
? 유선을 대체하거나 LOS(Lint of Sight)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용이  
? QoS 제공-음성,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 패킷 배분 가능, 단대단 링크에서 24개의 VoIP를 트렁크 업이 가능 
? 802.11 표준에 기반한 보안 메커니즘 제공 
? 대역폭 증가 가능: 라우팅 프로토콜, PAgP(Port Aggregation Protocol), Fast EtherChannel을 통하여 각 

사이트를 다수의 브리지들로 결합함으로써 브리지된 네트워크 사이에서 대역폭을 증가 가능 
 
 
<표 2> 시스코 모바일 액세스 라우터의 특징 

모델 명 특징 

시스코 3200 
시리즈 

무선/모바일 라우터 

? 운행중에 음성, 데이터나 비디오 연결 가능하도록 지원 
? 다수의 IP 장비들, 응용들을 통합함으로써 신호등, 가로등에 설치 
? 이동 라우터 기능 수행-승용차, 버스, 기차에 설치하여 위성이나 셀룰러 또는 무선 인터넷 사이에 로밍하는 

동안 지속적인 연결 유지  
? IP 표준, 802.11g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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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나 선박에 탑재함으로써 네트워크의 이동성을 

보장하게 된다. 추가적인 기능은 <표 2>와 같다. 

다. 그외 관리 기술 

위의 두 브리지와 모바일 액세스 라우터 이외에도 

AAA(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ing)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RADIUS, TACACS+를 이

용하는 Cisco Secure Access Control Server 

(ACS)와 시스코 에어로넷 무선랜 인프라스트럭처

를 관리하고 배치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Cisco 

Works Wireless LAN Solution Engine(WLSE)가 

개발되었다. WLSE는 ACS 를 모니터링 하고 각 장

비들의 문제 해결 및 성능 저하에 대한 보고를 통하

여 액세스 포인터나 브리지들의 잘못된 설정을 찾아

냄으로써 더 나은 성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

도록 도와주는 관리 기술이다. 

3. 적용 기술 

앞절의 각각의 장비에 적용된 기술들을 정리하

면, MMN에 사용되는 무선 이동 솔루션들은 

802.11a/b/g 기반의 광대역 무선 기술, 이동성 지원

을 위한 Mobile IP(MIP)와 Cisco 3200 시리즈 무

선 이동 라우터들을 이용한다. 802.11 기술은 사용

자들과의 연결이나 유선 또는 무선을 이용할 수 없

는 곳에서는 백홀 링크를 위한 브리징 기능을 수행

하는 데 이용한다.  

또한 100km로 이동중인 차량 등에서도 빠른 로

밍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무선랜 브리지에 적용한 

‘패스트 로밍기술’이 있다. 현재 패스트 로밍기술은 

IEEE 위원회에서 802.11p(Wireless Access for 

Vehicular Environment), 802.11r(Fast Roam-

ing), 802.11s(Mesh Networking) 등의 워킹그룹

이 구성돼 표준안이 만들어지고 있다.  

4. 실제 적용 예 

시스코의 MMN 적용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는 미

국 볼티모어 경찰의 도시 안보 활동을 돕는 무선 네 

트워크 구축사례를 들 수 있다. 

가. 개요 

볼티모어 경찰은 1996년에 이미 모토롤라의 RF 

네트워크 기반의 모바일 기술을 활용하였으나, 

9,600bps에 불과한 데이터 처리량은 너무 부족하여 

Verizon Cellular Digital Packet Data (CDPD) 네

트워크를 활용해 유효 데이터 처리량을 14.2kbps까

지 향상시켰으나 여전이 큰 파일을 처리하거나 소프

트웨어를 업데이트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911 등의 급파 지원 시스템과 경찰차를 위

한 가상 모바일 오피스 등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관

리하는 250명 이상의 스태프를 총괄 지휘하는 볼티

모어 경찰청의 통신분야 총괄 담당 매니저인 ‘크레

이그 마이어’는 모바일 경찰차 환경을 위해 뛰어난 

MMN 솔루션을 도입하기로 결정함으로써 MMN이 

실제 적용되었다. 

나. 시스템 구축  

무선 액세스 포인터를 위하여 시스코 에어로넷®  

무선 장비를 이용한 802.11b 표준 액세스 포인트를 

도입하였고, 시스코 무선 AP를 활용하여 9개의 경

찰 지소 주변에 ‘핫스팟’을 설치하였다. 각각의 경찰

차는 무선 CDPD 카드와 시스코 에어로넷 350 시리

즈 무선 클라이언트가 포함된 모뎀을 장착하였으며, 

시스코 무선 AP 설치와 더불어 네트워크 보안 강화

를 위한 시스코의 Secure Access Control Server 

소프트웨어를 구매 설치하였다. 또한, 네트워크 전

반의 보안을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더욱 강력한 침입 

방지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스코 PIX®  Firewall

을 구매 설치함으로써 MMN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을 구축하였다. 

다. 운영 결과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MMN의 경우, 보안에 

크게 신경을 씀으로써 보다 안전한 정보의 전달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관리를 위한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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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효율성이 증가되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패스

트 로밍 기술의 적용으로 인하여 향상된 이동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모바일 라우터를 이용한 네트워크 

이동성을 보장한다. 

III. 메트로폴리탄 모바일 네트워크와 
휴대인터넷 비교 분석 

MMN의 경우, 휴대인터넷과 경쟁 및 보안 관계

에 있다. 따라서, MMN과 휴대인터넷간의 비교 분

석을 통하여 향후 MMN의 발전 방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 분석은 기술적 측면과 시스템 구

축을 위한 비용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 MMN과 휴대인터넷의 장ㆍ단점 비교 

1) 초기 투자 비용 측면 

IEEE 802.11의 무선랜 기반의 MMN의 경우에

는 현재의 무선랜 시스템을 당장 현장에 설치해 서

비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무선 MAN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무선랜 

기반의 MMN은 초기 투자비와 상용화 가능성 측면

에서 휴대인터넷을 비롯한 WiMAX[10] 등과 비교

해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11]. 

우선 MMN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표준에 대한 아

무런 제약 없이 바로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휴대인터

넷 서비스는 상용서비스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최

소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비용 측

면에서도 휴대인터넷 서비스가 대략 1조 원의 투자

비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는 반면, 무선랜 기반의 

MMN은 휴대인터넷의 1/10에도 미치지 않는 투자

비로도 충분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투자

수익률(Return On Investment: ROI)나 총소유비용

(Total Cost of Ownership : TCO) 차원에서도 

MMN이 휴대인터넷 솔루션보다 훨씬 월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AP 설치를 위한 장소 점용 및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추가 비용을 감안하면 MMN의 분배 네 

트워크의 비용 상승 요인도 있다.  

2) 기술적 측면 

추후 광대역 무선 액세스를 위한 중요 기술적 요

소로써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

이 있다. 
 

- 효율성: 최적의 주파수 사용 시 주파수의 효율 

- 확장성: 사용자 증가에 따른 확장성, 주파수 재

사용에 대한 확장성 

- 무선범위: 각 수신자 유닛을 지원하기 위한 링

크의 적용성 

-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같은 링크 상의 데이터, 

음성, 그리고 비디오를 위한 QoS 제공 

- 관리비용: 관리 및 설치의 편리성 
 
두 시스템을 지원하는 무선 기술을 위의 측면에

서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효율성(Throughput) 

최적의 주파수 사용 시 주파수의 효율을 의미한

다. 휴대인터넷은 채널 대역폭이 10MHz이며 최대 

데이터 전송률이 70Mbps로 최대 주파수 효율은 

3.4bps/Hz이지만, MMN의 기술인 802.11a는 

20MHz의 채널 대역폭에 50Mbps의 데이터 전송률

로 최대 주파수 효율은 2.7bps/Hz 이다. 특히, IEEE 

802.11a의 경우에는 대부분 2.4GHz의 ISM 대역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휴대인터넷의 경우에는 허

가된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높은 효율성을 

갖추고 있다. 

� 확장성(Scalability) 

IEEE 802.11a의 경우, 20MHz의 주파수 대역폭

을 기반으로 CSMA 방식의 MAC을 사용함으로써 

10여 명의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

다. 반면, 휴대인터넷의 경우에는 1.5~20MHz 사이

의 주파수 대역폭을 융통성 있게 사용이 가능하며, 

또한 TDMA 방식의 MAC을 사용함으로써 1,000여 

명의 유저의 지원을 갖추고 있다. 또한, 주파수 재활

용 측면에서도 휴대인터넷의 기술이 훨씬 더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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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확장성 측면에서 휴대

인터넷의 기술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 무선 범위(Coverage) 

휴대인터넷은 반경 1km 이내에서 이동성을 지원

하며 변조, FEC, ARQ, 파워수준, 다양성, DFS 등을 

포함한 다수의 파라미터들의 동적인 적응이 가능하

며 긴 범위를 지원하는 MAC 표준이 정해져 있다. 

이에 반해 802.11a는 약 100m의 커버리지를 가지

고 있으며, 해당 범위에서 PHY와 MAC 계층에 대

한 최적화는 되었으나 긴 거리에 대한 MAC은 아직 

비표준화되어 있다. MMNs는 커버리지 확장을 위

하여 브리지를 이용하였다.  

�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Differentiated Services) 

휴대인터넷은 TDMA를 기반으로 하는 동시에 

집중화된 자원할당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서

비스 레벨의 QoS 보장이 가능하며, MMN은 자원경

합 방식이어서 데이터의 QoS 보장에는 장점이 있으

나, 각 사용자 단위의 여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표 3> 참조). 

IV. 결 론 

무선랜 기반의 MMN의 경우, 현재의 인프라스트

럭처 상에서 어느 정도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기술로 

사용자들에게 초고속 광대역 액세스 망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을 위해 시스

코에서는 MMN 시스템 구현을 위한 새로운 네트워

크 구조를 제안하고 이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 완료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기술 중 핵심포인트는 바로 

액세스 포인트 역할을 수행하는 브리지와 이동 액세

스 라우터라고 볼 수 있다. 

현 시점에서 MMN이 고속이동 중에도 광대역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기술이기는 하나, 향후 

도입될 휴대인터넷과의 경쟁적 비교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802.11 무선랜 기반의 MMN의 

경우는 확장성 및 추후 시스템에서 반드시 요구하게 

될 서비스 질(QoS) 보장 측면에서 802.16 계열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휴대인터넷에 밀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휴대인터

넷 시스템에 대한 초기 투자가 어려운 서비스 제공

자들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실

제 휴대인터넷 사업이 시작될 2006년 초반까지 과

도기적 기술로 일부 적용될 가능성은 있으나, 그 효

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향후, MMN 기술의 경우에는 무선 기술로 IEEE 

802.11의 무선랜 보다는 IEEE 802.16을 채택하는 

IEEE 802.16 기반의 MMN을 제시함으로써 휴대인

터넷과의 시스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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