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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다양한 형태의 통신 네트워크들의 통합 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 에서도 3G 네트워크와 
WLAN은 서로 보완 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3G 네트워크와 WLAN의 연동 방안에 
한 연구는 학계와 기업에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강결합 시스템 환경을 기반으로  
계층  핸드오 시 필수 으로 발생하는 AAA 서버와의 인증 차 동안 VHOM(Virtual Handoff 
Manager)을 통한 재인증 과정의 단축으로 핸드오  지연시간을 이고, 핸드오  결정 요소로서 이동 

단말의 치에 따른 네트워크 성능에 을 맞춰 계층  핸드오 를 수행함으로서 이 의 연구들에

서 보여  결과보다 효율 이면서도 고속의 계층  핸드오 를 한 방안을 제시하 다.  

Ⅰ. 서론

   최근들어 다양한 형태로 각자 발 되어 온 통신 

네트워크들의 통합 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  

무선 네트워크 연동 방안에 한 연구는 가장 리 

진행되고 있으며, 충분한 인 라를 갖추고 있는 3G 

네트워크와 계속해서 활용률이 증가되고 있는 

WLAN의 연동을 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3G 네트워크와 WLAN 사이의 통합은 많은 기업

과 학계에서 큰 이슈로 떠오르며 많은 연구가 진행 

이다. 3G 네트워크는 높은 이동성을 지원하고 서

비스 지역이 넓어서 음성 트래픽에 합한 무선 환

경을 제공하는 반면, WLAN은 3G 네트워크에 비해 

상 으로 낮은 이동성을 지원하고 서비스 지역이 

좁지만 용량의 데이터 트래픽에 합하다는 특징

1) 본 연구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학 

IT연구센터 육성ㆍ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서로 상반되는 특징들로 인

해 3G 네트워크와 WLAN은 서로 경쟁 인 계로 

가기 보다는 보완 인 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

다.

   서로 다른 망간의 이동을 해서는 계층  핸드

오 가 필수 이다. 그러나 불필요한 핸드오 로 인

한 성능 감소는 여야한다. 한 이러한 계층  핸

드오 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동 단말이 

AAA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nd 

Accounting) 서버와 인증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때 

발생하는 인증 과정은 네트워크의 성능에 향을 미

치는 요한 요소 에 하나이다. 따라서 우리는 본 

논문에서 재인증시 발생하는 지연을 임으로써 좀 

더 효율 인 고속 핸드오 를 한 방안을 제시한

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

는 3G 네트워크와 WLAN의 통합에 한 반 인 

이슈와 기존의 연구들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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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시하고자 하는 효율 인 고속 핸드오  방안에 

하여 기술한다. 4장에서는 모의실험을 통하여 우

리가 제시하고자 하는 방안의 성능 평가를 수행하고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련 연구

   최근 3G 네트워크와 WLAN의 통합에 한 많은 

연구가 진행 이다. 기존의 3G 네트워크와 WLAN

의 연동망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1]

￭ 강결합 시스템(Tightly Coupled System)

  WLAN AP(Access Point)가 3G 데이터 코어망에 

연결되어 통합된 사용자 인증, 과 , 망 리가 가

능하며, Mobile IP 기반의 약결합 시스템 방안에 

비해 seamless한 서비스 제공이 수월하다.    

￭ 약결합 시스템(Loosely Coupled System)

  3G 네트워크와 WLAN 망이 별도로 존재하면서 

독립 인 서비스를 수행하고, 로  서비스를 해 

인증  과  연동을 수행하는 게이트웨이를 가

지며, 3G 망과 WLAN 망 사이의 이동성은  

Mobile IP를 기반으로 제공한다.

   [2]에서는 WLAN 환경에서 핸드오  차 동안  

AAA 서버를 통한 재인증시 요구되는 핸드오  지

연을 이고자 하는 방안이 기술되어 있다. 이 논문

에서는 이동 단말이 움직이는 지역은  FHR 

(frequent handoff region) 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측 가능하고, 이 지역 내의 다  AP들에게 미리 

인증 정보를 보내서 핸드오  후 이동 단말이 재인

증시 AAA 서버와의 통신을 임으로써 인증시의 

지연을 이는 방안이다.

   [3]에서는 이동 단말의 계층  핸드오 를 효율

으로 리하기 해서 CM (Connection Manager)

와 VC (Virtual Connectivity)라는 두 가지의 새로

운 개념을 제시하 다. CM은 3G 네트워크에서 무

선랜으로 이동할 때 주변 노드들의 NAV (Network 

Allocation Vector) 설정 값을 통하여 네트워크 상태

를 알아내어 한 동작을 취한다. 한 신호의 세

기를 민감하게 측정할 수 있는 FFT (Fast Fourier 

Transform) 개념을 도입하여 무선랜 링크가 끊어지

기 에 하고 정확한 시 에 스 치 한다. VC

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의 이동이 어 리 이션에 

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Ⅲ. 제안 알고리즘

1. VHOM (Virtual Handoff Manager) 

   이기종 통신망 간의 로 , QoS, 이동성, 보안 등

을 지원하기 해서는 통합된 앙 집 식 제어, 

리 기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AAA 서버는 

3G에서 WLAN 혹은 WLAN에서 3G의 효율 으로 

끊김없는 이동성  보안성을 지원하기 한 

VHOM (Virtual Handoff Manager)이라는 분리된 

모듈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VHOM이라는 에

이 트를 통해 네트워크를 보다 효율 으로 리하

여 핸드오  지연을 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다음 (그림 1)은 강결합 시스템에서의 체 구성도

이다.

3G Core Network

RNC SGSN

802.11
  GW

BSC

BS1

BS2

GGSN

AP1

AP2

VHOM

  AAA 
Server

(그림 1) 체 시스템 구성도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계층 인 핸드오 를 결

정하는 요소로는 서비스 비용, 보안, 에 지, QoS 

(Quality of Service), 이동 단말의 속도, 

RSS(Received Signal Strength)의 세기 등 여러 가

지가 있다. 그 에서 본 논문에서는 범 한 3G 

네트워크 내에 치한 이동 단말이 첩된 지역의 

WLAN으로 핸드오 를 할 경우에 을 맞춘다.   

본 논문에서 계층  핸드오 의 지연을 이기 한 

방안으로 제시한 VHOM은 크게 두 가지의 역할을 

한다. 각각의 역할은 다음 에서 설명한다.

2. VHOM을 사용한 핸드오  시나리오

   (그림 2)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넓은 범 를 가

지는 3G 네트워크 내에 있는 하나의 이동 단말이 

WLAN 지역으로 이동한다고 가정하고, 이 때 계층

 핸드오  결정 여부와 AAA 서버와의 인증시 핸

드오  지연에 하여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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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VHOM을 사용한 핸드오  시나리오 

2-1. 계층  핸드오  결정 과정

   이동 단말이 3G 네트워크에서 WLAN으로 이동

할 경우 VHOM에 의해 측되는 네트워크 성능에 

따라 계층  핸드오  여부가 결정된다. 이 때 측

되는 네트워크의 성능은 이동 단말의 속도, 움직임 

패턴, 치 정보 등의 값을 VHOM이 종합 으로 계

산하여 임계치 값보다 작을 경우는 핸드오 를 수행

하지 않는다.

2-2. 사용자 인증 과정

   3G 네트워크와 WLAN 사이의 사용자 인증을 

해서는 EAP-AKA (Extensible Authentication 

Protocol - Authentication and Key Agreement) 방

식이 사용된다. 이는 사용자의 ID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TMSI: 

Temporary Mobile Subscriber Identity or 

P-TMSI: Packet TMSI)를 

EAP-Request/AKA-Identity 메시지를 통해 요구하

고, 이동 단말은 자신의 IMSI를 EAP-Response 

/AKA-Identity 메시지에 실어 달한다. 이는 AAA

를 거쳐 인증 벡터를 추출할 수 있는 기본 벡터로 

활용되며, 해당 인증 벡터는 다시 EAP-Request/ 

AKA-Challenge 메시지를 통해 AAA 서버로부터 

USIM 카드에 달되고, 카드는 메시지에 포함된 

MAC(Message Authentication Code) 값을 검증해 

검증 결과가 성공 일 경우 결과 값(RES)을 확인하

고, AAA 서버는 수신된 RES 값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값과 비교해 사용자 인증을 수행한다.

   AAA 서버의 효율 인 리를 해 hierarchical 

한 구조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동 단말과 AAA 

서버 사이의 인증(Authentication) 과정은 핸드오  

발생 시 반드시 거치는 필수 인 차이다. VHOM

은 이동 단말의 재인증 과정의 인증 작업을 처리할 

수 있어, WLAN에서 AAA 트래픽을 이고, AAA 

서버의 규모와 효율성을 늘리고 처리량을 일 수 

있다. VHOM은 데이터베이스에 인증 과정을 거친 

이동 단말의 ID를 체크하게 되고, 인증 과정을 거친 

이동 단말에게 TMSI를 할당한다. 

시작

대기 상태(3G)

WLAN 
사용가능 지역?

이동 단말이 핸드오프 요청
(Request)

Yes

VHOM 
성능예측을 통한 핸드오프 

결정

Yes

핸드오프 거절 메시지 전송
(Reply)

핸드오프 허가 메시지 전송
(Reply)

No

계층적 핸드오프 수행

No

이동 단말이 VHOM 에게 
인증 요청 (Request)

이동 전의 단말과

이동 후의 단말이 동일?

Yes

No

VHOM (ID, Timer) 
체크

VHOM이 가지고 있던 
인증 정보 받음 (Reply)

Yes

AAA 서버에게 
새로운 인증 요청

No

AAA 서버에서 VHOM으로 
인증 정보 전달

Yes

전송할 데이터의 
양이 클 경우

8
No

데이터 전송 후 종료

(그림 3) 계층  핸드오  결정과 재인증 과정을 

포함하는 체 흐름도

(1) 새로운 이동 단말의 인증 과정   

   이동 단말은 자신의 IMSI를 VHOM에게 보내어 

인증을 요청한다. 만약 인증과정이 필요한 새로운 

이동 단말이라면, IMSI를 체크하여 AAA 서버 쪽으

로 인증 요청을 보낸다. AAA 서버에서는 인증을 

처리 후 응답을 이동 단말 쪽으로 다시 보내주게 된

다. 이때 간의 VHOM은 AAA 서버에게서 받은 

인증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이동 단말의 IMSI에 

한 P-TMSIV||timer를 생성한다. 그 후 이동 단말에

게 AAA가 생성한 P-TMSI와 P-TMSIV||timer를 

넘겨 다. 

(2) 이동 단말의 재인증 과정

   인증 과정을 거친 이동 단말의 재인증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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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단말이 VHOM으로 인증 요청을 자신의 TMSI

와 함께 보내면 VHOM은 해당 이동 단말이 이 의 

단말인지 ID를 체크하게 된다. 같은 이동 단말이라

면 P-TMSIV||timer를 요구하여 재 타이머를 체크

하여 유효한 시간이라면 AAA 서버 쪽으로 요청을 

보내지 않고 이미 가지고 있던 인증 정보들을 바로 

이동 단말 쪽으로 넘겨 다. 만약 유효한 P-TMSIV 

||timer가 아니라면 새로운 인증 과정을 수행한다. 

   다음의 (그림 3)은 VHOM을 사용한 계층  핸드

오 의 결정 과정과 AAA 서버와의 인증 과정에 

한 체 인 흐름을 보여 다.

Ⅳ. 성능 평가

 본 에서, 우리는 일반 인 핸드오 와 우리가 제

안하는 VHOM을 사용한 고속 계층  핸드오 의 

지연시간을 비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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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핸드오  발생 횟수에 따른 지연시간

   (그림 4)는 핸드오 의 발생 횟수에 따른 핸드오

 지연시간을 보여주는 그래 이다. 먼  첫 번째 

핸드오 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반 인 핸드오  

구조와 우리가 제안한 방법 모두 AAA 서버까지 한 

번의 인증을 거쳐야 하므로 지연시간은 거의 동일하

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핸드오 가 발생하면 일반

인 핸드오 에서는 매번 AAA 서버까지 요청을 보

내고 응답을 받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그러나 우

리가 제안하는 모델에서는 동일한 ID를 가진 이동 

단말이었다면 간의 VHOM에서 신하여 재인증

을 하여주므로 지연시간이 평균 1/3 정도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10번째 핸드오 가 발생했을 때 

핸드오  지연시간이 비슷한 것은 이 경우 VHOM

이 가지고 있던 타이머가 만료되어 동일한 ID를 가

지고 있던 단말이라도 새로 인증 차를 거쳐야 하

기 때문에 다시 AAA 서버까지의 인증 과정을 거치

는 방법과 동일해지기 때문이다. 그 이후는 재인증 

과정 차를 통함으로 다시 지연 시간이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3G 네트워크와 WLAN 지역에서

효율 인 고속 계층  핸드오  방안으로 VHOM이

라는 에이 트를 제시하 다. 먼  이동 단말의 속

도와 치에 따른 WLAN 내의 거리 정보를 바탕으

로 계층  핸드오 의 결정 여부를 수행하여 빈번한 

핸드오 를 방지하고, 인증 간 단계에서의 VHOM

의 정보 장을 통해 동일한 이동 단말이 인증을 거

칠시 재인증 차 시간을 단축함으로서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증 시킬 수 있었다.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VHOM이 제어 리 역할로 

가지게 되는 다양한 정보들에 한 오버헤드가 발생

하게 된다. 향후 이러한 오버헤드들에 한 분석과 

다양한 환경 변수들에 한 많은 성능 분석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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