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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다  세션 지원 방법에 한 것으로, 이동 단말기가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한 SDP 
(Session Data Protocol) 설정 시 각 로토콜 계층을 구분하기 한 식별자를 세션에 따라 다
르도록 설정하고, 계층별 식별자를 연계하여 복수의 세션을 구분한다. 다  세션을 처리하기 
하여 주 처리 태스크와 부 태스크를 둔다. 이 태스크는 QoS 속성을 사용하여 무선 인터페이스 
상에서 세션 단 로 트래픽 리를 수행한다. 이를 기반으로 큐잉, 수락 제어, 부하 제어, 자원 
할당 그리고 스 쥴링이 세션의 우선순 를 기반으로 처리된다. 이를 통하여 하나의 MT에 동
시에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음성, 상, 데이터 서비스 등 자원 할당 
요구사항이 서로 다른 서비스들이 공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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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ur paper deals with a method for supporting multiple call/sessions in a mobile terminal. The 
different identifier for each protocol layer is assigned to each session when a mobile terminal sets 
SDP for multimedia services. In particular, QoS based tasks are used for managing the traffics in 
radio interface. Also, queuing, admission control, load control, resource allocation and scheduling are 
done based on the priority of sessions. The various multimedia services which is different in the 
requirement of resource allocation are able to be serviced simultaneously because a mobile terminal 
can provide the various services based on this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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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TU-R의 WP8F의 Vision 그룹에서는 “보다 빠

른 데이터 송속도의 지원”과 “다양한 유무선 

속(Access) 시스템과의 융합(Convergence)”을 차

세  이동통신의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속 이

동 시에 셀 당 최  1Gbps, 고속 이동 시에 셀 당 

최  100Mbps의 송 속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

로 융합 망(Convergence Networks) 상에서 고속 

용량의 융합 서비스(Convergence Service)의 지

원을 정의하고 있다. 높은 데이터 송속도와 지

역 으로 넓은 역이 지원되는 최 의 서비스를 

받기 하여, 기존의 WPAN, WLAN, HiperLAN 

뿐만 아니라 3세 (Three generation) 이동통신 

시스템 등의 다양한 속 망(Access Network)들

을 서로 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하여 

Hot-spot 역 주로 고속 데이터 통신을 지원하

고, Hot-spot 역 외의 지역에는 기존의 시스템

과의 연동을 통해 어느 지역에서든 하나의 이동 

단말기(Mobile Terminal：이하 MT)로 최 의 서

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차세  이동

통신 시스템은 All-IP 기반의 멀티 네트워크를 

심으로 다양한 유/무선 통신 시스템들이 통합하여 

고속의 이동성  로벌 로 (roaming)을 제공하

고, 고품질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여 유비

퀴터스 서비스를 실 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1, 2].

차세  이동통신 시스템(즉 4세  (Four gen-

eration))[3, 4]은 한 MT에서 다 멀티미디어 통신

이 가능해야 함을 제로 하고 있다. 재 인터넷 

서비스를 기본으로 이루어지는 패킷 서비스는 유

무선 망을 막론하고 다양한 형태로 진화되고 있으

며 회선 망을 기본으로 하던 음성, 상 서비스들

이 패킷 망으로의 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

이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각각 자원의 한계

나 성능, 용량, 효율 등이 서로 다르며 이를 한 개

의 MT에서 지원 가능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패킷 

서비스를 지원하기 한 MT도 다양한 멀티미디

어 서비스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

에 수용되는 이들 서비스는 서로 다른 무선 자원

의 조건을 요구하므로 이들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세션(Session, 종단 간(End-to-end) 설정이 필

요한 트래픽 흐름을 말한다) 설정이 독립 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5, 6]. 따라서 차세  이

동통신 시스템에서는 MT가 다  세션을 지원하

여 다양한 응용 서비스(Application service)가 MT

에서 동시에 수용될 수 있도록 다  세션 지원 방

법을 제공해야 한다. 즉, 차세  이동통신 망에서 

한 MT에 동시에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서 음성, 상, 데이터 서비스 등 자원 

할당 요구사항이 서로 다른 서비스들이 공존 가능

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다  세션 지원 방법

2.1 MT에서의 다  세션 지원 방법

사용자의 신규 서비스 요구에 따라 서비스 인 

세션과 신규 세션을 구분하기 하여 식별자를 생

성한다. 이를 하여 패킷 서비스가 시작되면 패

킷 서비스와 련된 태스크가 활성화되면서 수신

되기를 기다린다. 응용 서비스를 호출할 때마다 

세션을 식별할 수 있는 연결 식별자인 CSID(Call/ 

Session ID)가 생성 리된다. 한 서비스에 합

한 SDP 생성을 요구하고 RRC(Radio Resource Co-

ntrol)는 무선 자원(Radio Bearer, 이하 RB라 칭

함) 할당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AS(Access Point)

로 달한다. 

네트워크에서의 연결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

인 NID(Network ID)를 해당 CSID와 연 하여 

리한다. 결국 여러 개의 세션이 설정되면 CSID와 

NID가 여러 개 순차 으로 생성되면서 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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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러한 식별자가 실질 으로 달된 

무선 자원 채 의 번호인 RB 번호와 연 되어 

리되며 MT에서 서비스 인 각각의 세션을 구분

하여 효율 인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그림 1)에 

이를 보인다.

트래픽

PH Y /M A C

R L C

PD C P

A pplication 처리

T C P/U D P /IP  처리 ;
N ID  인식

PD C P

PD C P 블록은 M C S 
매니징 테이블을 참조하여

R B  번호를 지정한다

R L C

M A C /PH Y

A pplication 처리 ;
C SID  인식

하향 (A S M T)상향 (M T A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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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B  번호를 지정한다

R L C

M A C /PH Y

A pplication 처리 ;
C SID  인식

하향 (A S M T)상향 (M T A S)

(그림 1) MT의 다  세션 설정(제어 측면)

이와 같은 식별자는 로토콜의 각 계층별 식별

자로 사용되고 이러한 식별자를 연계하여 복수 개

의 세션을 구분할 수 있다. 즉, 복수 개의 SDP를 

설정할 때, CSID, NID 그리고 RB 번호가 사용되

어 복수의 SDP가 구분될 수 있도록 설정되고, 이

를 통하여 데이터 서비스 시 응용 계층과 IP 계층 

사이에서 CSID, IP 계층과 PDCP 계층 사이에서 

NID, PDCP 계층과 RLC 계층 사이에서 RB 번호

가 사용되어 복수 개의 서비스 데이터가 응되는 

세션을 통해 달될 수 있도록 구분된다. 따라서 

MT에서 복수 개의 세션이 설정되어 동시에 여러 

가지의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실 될 수 있다. 

서비스 데이터가 MT에서 IM(IP-Multimedia) 

CN 서 시스템으로 송신되는 상향 데이터인 경우, 

사용자가 요구한 데이터를 인터넷 로토콜 계층

인 TCP/IP 는 UDP/IP를 거쳐 PDCP 블록으로 

송한다. 이 때 장된 MCS(Multiple Call/Sess-

ion) 테이블이 참조된다. 다음, PDCP 블록은 MCS 

테이블을 참조하여 RB 번호 등을 지정하여 RLC 

블록으로 달하고, RLC 블록은 이 데이터를 다

시 MAC/PHY을 통해 이미 할당된 RB를 사용하

여 IM CN 서 시스템으로 달한 후 다시 데이터 

수신 모드로 돌아가 데이터 수신을 기다린다. 서

비스 데이터가 IM CN 서 시스템에서 MT로 송

신되는 하향 데이터인 것으로 단되는 경우, 해당 

데이터는 PHY/MAC/RLC을 거쳐 PDCP 블록으

로 달되고, PDCP 블록은 해당 기능을 처리한 

후 데이터를 응용 서비스로 달하고, 이 응용 서

비스는 달된 데이터 처리를 수행한다. (그림 2)

에 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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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T의 다 세션 설정(데이터 측면)

2.2 AS에서의 다  세션 지원 방법

AS는 MT로부터의 세션을 활성화시키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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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SDP 생성 요구를 수신하고 SIP를 사용하여 End 

-to-End 간의 베어러 설정을 한 차를 수행한

다. SDP 생성 결과가 실패인 경우, 패킷 서비스 

시작 단계부터 다시 시작되고, SDP 생성 결과가 

성공이면 SDP 생성 결과 수신 처리를 수행한다. 

한 무선 자원 할당 요구(RB 생성 요구) 메시지

를 수신하면 요구된 세션에 필요한 무선 자원을 

할당하고 그 결과를 MT에게 송한다. (그림 3)

에 이 차를 보인다.

서비스 데이터가 MT에서 핵심 망으로 송신되

는 하향 데이터인 경우, 사용자가 요구한 데이터를 

인터넷 로토콜 계층인 TCP/IP 는 UDP/IP를 

거쳐, PDCP으로 송한다. 이 때 장된 MCS 테

이블이 참조된다. 다음, PDCP 블록은 MCS 테이

블을 참조하여 RB 번호 등을 지정하여 RLC 블록

으로 달하고, RLC 블록은 이 데이터를 다시 MAC 

/PHY을 통해 이미 할당된 RB를 사용하여 MT로 

달한 후 다시 데이터 수신 모드로 돌아가 데이

터수신을 기다린다.

NID 할당결과 Rsp

CSID 할당

SDP 생성요구수신

RB (무선자원) 할당
요구수신

NID (유선자원)  할당
요구수신

SDP 결과 Rsp

RB 할당결과 Rsp

제어

상향(MT AS) 하향(AS MT)

MCS 
매니징테이블갱신

NID 할당결과 Rsp

CSID 할당

SDP 생성요구수신

RB (무선자원) 할당
요구수신

NID (유선자원)  할당
요구수신

SDP 결과 Rsp

RB 할당결과 Rsp

제어

상향(MT AS) 하향(AS MT)

MCS 
매니징테이블갱신

(그림 3) AS의 다 세션 설정(제어 측면)

한편, 서비스 데이터가 MT에서 IM CN 서 시

스템으로 송신되는 상향 데이터인 것으로 단되

는 경우, (그림 4)와 같이 해당 데이터는 하  

로토콜(PHY/MAC/RLC)을 거쳐 PDCP 블록으로 

달되고, PDCP 블록은 해당 기능을 처리한 후

TCP/IP 는 UDP/IP를 거쳐 IM CN 서 시스템

으로 달한다.

트래픽

상향 (MT AS) 하향 (AS M T)

PHY/MAC;
RB 확인

RLC

PDCP

TCP/UDP/IP 처리 ;
NID 확인 PHY/M AC

TCP/UDP/IP 처리 ;
NID 확인

PDCP;
RB 확인

RLC

트래픽

상향 (MT AS) 하향 (AS M T)

PHY/MAC;
RB 확인

RLC

PDCP

TCP/UDP/IP 처리 ;
NID 확인 PHY/M AC

TCP/UDP/IP 처리 ;
NID 확인

PDCP;
RB 확인

RLC

(그림 4) AS의 다 세션 설정(데이터 측면)

MT에서 서비스 인 세션을 구분하기 하여 

식별자를 생성하고 사용자로부터 데이터 송수신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패킷 서비스에 응되는 식

별자를 통해 구분함으로써 서비스를 수행한다. 이

를 하여 <표 1>과 같이 MCS 테이블에 생성된 

식별자를 장하고 리한다. 

<표 1> MCS 테이블

MTID IP CSID
RB

Number
NID

MT20030930 123.345.78.90 CSID-1 RB-1 NID-1

MT20030930 123.345.78.90 CSID-2 RB-2 NID-2

MT20030930 123.345.78.90 CSID-3 RB-3 NID-3



이동 단말기에서 다  서비스 지원 방안  83

3. 기능별 다  세션 처리 방법

3.1 태스크 기반 처리

(그림 5)와 같이 무선 자원의 유가 수락되면 

네트워크 자원의 약  설정을 수행한다. 네트

워크 자원의 설정이 수락된 경우, 패킷을 처리하기 

한 트래픽처리 모드로 환된다. 이후 서비스 

수행 에 핸드오버가 발생하면 상 의 과정을 반

복 으로 다시 수행하여 수락을 득함으로써, 무선 

자원  유선 자원을 유하고 이를 통하여 연속

인 서비스를 수행한다.

인증Nothing 무선
링크설정

네트워크
설정

종료

트래픽처리

사용자의
연결요구

(CSID 생성)
Yes

종료

No YesNo

Yes

No

CSID
인증Sleep 무선

링크설정

네트워크
설정

종료

호수락
(RB 생성)

호수락
(NID 생성)

mCS 
manager Task

wake

호요구

핸드오버

인증Nothing 무선
링크설정

네트워크
설정

종료

트래픽처리

사용자의
연결요구

(CSID 생성)
Yes

종료

No YesNo

Yes

No

CSID
인증Sleep 무선

링크설정

네트워크
설정

종료

호수락
(RB 생성)

호수락
(NID 생성)

mCS 
manager Task

wake

호요구

핸드오버

호요구

인증Nothing 무선
링크설정

네트워크
설정

종료

트래픽처리

사용자의
연결요구

(CSID 생성)
Yes

종료

No YesNo

Yes

No

CSID
인증Sleep 무선

링크설정

네트워크
설정

종료

호수락
(RB 생성)

호수락
(NID 생성)

mCS 
manager Task

wake

호요구

핸드오버

인증Nothing 무선
링크설정

네트워크
설정

종료

트래픽처리

사용자의
연결요구

(CSID 생성)
Yes

종료

No YesNo

Yes

No

CSID
인증Sleep 무선

링크설정

네트워크
설정

종료

호수락
(RB 생성)

호수락
(NID 생성)

mCS 
manager Task

wake

호요구

핸드오버

호요구

(그림 5) 태스크의 상태 천이도

알고리즘에 합한 처리를 수행하기 하여 서

비스 요구에 의하여 부 태스크가 생성되면 그 서

비스에 알맞은 3가지의 우선순 에 따라 <표 2>

의 QoS 우선순  테이블이 갱신된다.

<표 2> 세션간 QoS 우선순  테이블

CSID
Service
Class

Session
Priority
(within 
Class)

Session
Priority
(within 
MT)

Session
Priority
(within 
Cell)

CSID-1 1 1 1 5

CSID-2 3 1 3 23

CSID-3 1 2 2 9

3.2 다  세션 처리 방법

3.2.1 핸드오버 시 수락 제어

MT의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핸드오버를 통

하여 다양한 채 /부하 환경을 가진다. 

핸드오버제어시스템은단말기의정보에
근거하여핸드오버결정

목적셀에각session 단위로AC 요구

단말기는현셀및인접셀의
신호품질정보를주기적으로전송

i ( ) = 1, n (the number of sessions)

자원수용가능여부?

i session 수락

i session 거부
yes

no

MAHO 

RB만고려

핸드오버제어시스템은단말기의정보에
근거하여핸드오버결정

목적셀에각session 단위로AC 요구

단말기는현셀및인접셀의
신호품질정보를주기적으로전송

i ( ) = 1, n (the number of sessions)

자원수용가능여부?

i session 수락

i session 거부
yes

no

MAHO 

RB만고려

Session Priority within MT

핸드오버제어시스템은단말기의정보에
근거하여핸드오버결정

목적셀에각session 단위로AC 요구

단말기는현셀및인접셀의
신호품질정보를주기적으로전송

i ( ) = 1, n (the number of sessions)

자원수용가능여부?

i session 수락

i session 거부
yes

no

MAHO 

RB만고려

핸드오버제어시스템은단말기의정보에
근거하여핸드오버결정

목적셀에각session 단위로AC 요구

단말기는현셀및인접셀의
신호품질정보를주기적으로전송

i ( ) = 1, n (the number of sessions)

자원수용가능여부?

i session 수락

i session 거부
yes

no

MAHO 

RB만고려

Session Priority within MT

(그림 6) 핸드오버 시 수락 제어 차

낮은 부하를 가진 셀로부터 높은 부하를 가진 

셀 역으로 이동할 경우에도 MT의 다  세션이 

요구하는 각각의 QoS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핸드오버 상황에서의 MT는 핸드오버를 하지 않

은 상황에서와 같은 일정한 수 의 QoS 보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각 세션 단 로 수락 제어를 수

행한다. 이는 <표 2>의 MT 내 세션 간 우선순

에 근거하여 수락 제어를 수행한다. (그림 6)에 이

를 보인다.

3.2.2 부하 제어

(그림 7)과 같이 RT(Resource total：총 자원 사

용량)>R+0이면 부하 제어 알고리즘이 동작한다. 알

고리즘은 재 사용 인 자원량을 여 RT가 R0 

이하로 낮아지도록 조정한다. 자원을 재할당하는 

방법은, <표 2>의 셀 내 세션 간 우선순 가 낮은 

순서 (LL>LH>HL>HH의 우선순 ：여기서 앞

의 L(Low)과 H(High)는 각각 손실률의 높고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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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뒤의 L과 H는 지연의 작고 큼을 의미함)로 RT

가 R0이하가 될 때까지 송률을 인다. 여기서 

LL과 LH는 실시간 응용 서비스 클래스를 의미하

고 LH는 LL에 비하여 더 손실에 강한 서비스 클

래스를 의미한다. 

셀내 session 단위로 LC 요구

i (Session Priority within Cell ) = 1, n (the number of sessions )

RT가 R0이하가되었는가 ?

LC 종료

yes

no

i  session의전송률을
Min. 전송률로조정

전송률감소

셀내 session 단위로 LC 요구

i (Session Priority within Cell ) = 1, n (the number of sessions )

RT가 R0이하가되었는가 ?

LC 종료

yes

no

i  session의전송률을
Min. 전송률로조정

전송률감소

셀내 session 단위로 LC 요구

i (Session Priority within Cell ) = 1, n (the number of sessions )

RT가 R0이하가되었는가 ?

LC 종료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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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전송률로조정

전송률감소

셀내 session 단위로 LC 요구

i (Session Priority within Cell ) = 1, n (the number of sess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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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종료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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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ession의전송률을
Min. 전송률로조정

전송률감소

(그림 10) 부하 제어- 송률 감소

(그림 8)과 같이 RT <R0인 상태가 일정 시간 

계속되면 부하 제어 알고리즘이 수행되어 할당량

을 R0한도 내에서 증가시킨다. 송량의 증가는 <표 

2>의 셀 내 세션 간 우선순 가 높은 순서 (LL >

LH>HL>HH의 우선순 )로 수행된다.

셀내 session 단위로 LC 요구

i (Session Priority within Cell ) = 1, n (the number of sessions )

RT가 R0이상이 되었는가 ?

LC 종료

yes

no

i  session의전송률을
Max. 전송률로조정

전송률증가

셀내 session 단위로 LC 요구

i (Session Priority within Cell ) = 1, n (the number of sessions )

RT가 R0이상이 되었는가 ?

LC 종료

yes

no

i  session의전송률을
Max. 전송률로조정

전송률증가

셀내 session 단위로 LC 요구

i (Session Priority within Cell ) = 1, n (the number of sessions )

RT가 R0이상이 되었는가 ?

LC 종료

yes

no

i  session의전송률을
Max. 전송률로조정

전송률증가

셀내 session 단위로 LC 요구

i (Session Priority within Cell ) = 1, n (the number of sessions )

RT가 R0이상이 되었는가 ?

LC 종료

yes

no

i  session의전송률을
Max. 전송률로조정

전송률증가

(그림 12) 부하 제어- 송률 증가

4. 결   론

본 논문은 MT의 다  세션을 지원하기 하여 

L3(Layer 3)의 RC에서 수행해야 할 방법을 제안

했다. 시스템의 MT에 다  세션을 지원하여 다양

한 응용 서비스들이 하나의 MT에서 동시에 수용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  세션 지원이 가능하

게 한다. 이를 하여 본 연구에서는 계층별 식별

자 설계, 그리고 태스크 기반의 다  세션 처리 방

법을 제안하 다. 한 세션 간 우선순 에 근거

한 수락제어, 부하제어 등의 처리 차를 정의하

다. 이를 통하여 하나의 MT에 동시에 여러 종류

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음성, 상, 

데이터 서비스 등 자원 할당 요구사항이 서로 다

른 서비스들이 공존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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