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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WLAN, WiBro, cdma2000, HSDPA 와 같은 여러 이기종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가 늘어나고 무선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사용자의 선택의 폭도 점점 늘어남에 따라 여러 이기종 무선인터페이스를 
동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Multiple Care-of Address 방안이 IETF MONAMI6 WG 에서 제안되었다. 이를 
통해 단말은 사용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동시에 여러 인터페이스에 접속이 가능하다. 그러

나 현재의 방안은 이기종 인터페이스가 아닌 단일 인터페이스의 동시 사용만을 고려하고 있어 각 
이기종 인터페이스의 특성에 따른 선택적인 인터페이스 활용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페이스의 특성에 따른 사용자의 preference 를 고려한 다중 인터페이스 선택방안을 제안한다. 

 

1.  서론  

차세대 무선 데이터 전송기술들이 발전해 오면서 
국내에서는 3.5G 라 불리는 HSDPA 와 WiBro 가 경쟁

구도에 올라있다. 그러나 양간의 기술 모두 각각의 특
징을 가지고 한쪽 기술로의 완전한 우위를 점할 수 
없는 가운데 여러 데이터 전송 서비스들 간의 공존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All-IP 를 이용한 이기종 망간의 통합[1][2]을 들 수 있
다. 이기종 망간의 통합을 통해 각각의 네트워크들이 
공존하는 가운데 다중 인터페이스를 가진 단말은 그
림 1 과 같은 환경에서 다양한 무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서비스 기술을 수용하기 위한 
프레임 워크와 요소기술 연구가 현재 필요한 상황이

며 데이터 전송 서비스들을 통합하기 위한 ITU, IETF
와 같은 표준화 단체의 표준화 작업과 연구가 초기화 
단계이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림 1) 중첩된 이기종 무선망 환경 

                                                           
 †본 연구는 과학기술부 과학재단 목적기초연구(R01-2005-
000-10267-0)지원으로 수행되었음. 
  

본 논문에서는 이기종 무선 서비스환경에서 사용자의 
preference 를 고려하여 각각의 이기종 네트워크의 특
성에 따라 인터페이스를 선택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 장에서 여러 인터페이스를 사
용하기 위한 Load-sharing 관련연구 및 문제점을 정의

하고 다음 3 장에서 preference 에 따른 인터페이스 선
택방안을 제안하고 4 장에서 성능평가를 하고 5 장에

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본 절에서는 현재 연구 되어진 다중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위한 연구에 대해 소개한다. [3]은 다중인터

페이스를 사용하여 다중 CoA 를 등록한 상태에서 
flow binding 방안과 load sharing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각 인터페이스의 delay jitter 와 RTT 를 고려하

여 flow binding 을 수행한다. [4]는 이동노드가 여러 개
의 AP 에 접속이 되어 있고 동시에 여러 개의 인터페

이스를 사용가능 할 때 트래픽 flow 의 요구대역폭과 
각 인터페이스의 가용대역폭을 비교하여 flow binding 
하거나 flow 를 분할하여 매핑하는 방안으로 다중 CoA
개념을 사용하고 분할된 flow 는 weighted fair queuing
과 jump-ahead scheduling 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전송

된다. 그러나 본 방안은 요구대역폭에 따른 각각 인터

페이스의 대역폭만을 고려하고 있어 다양한 인터페이

스의 특성과 각각의 데이터 flow 타입 같은 세부사항

의 고려가 요구된다. 기존의 연구들은 Bandwidth, 
Delay, Policy 와 같은 각각의 독립된 특정 상황에 따라 
다중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
으며 IETF MONAMI6 WG 의 MCoA 방안이 아닌 여러 
CoA 를 사용한다는 가정 하에 연구되어 있다. 따라서 
WLAN, WiBro, cdma2000, HSDPA 등과 같은 이기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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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페이스가 혼재하는 환경에서 각각의 단일 특성만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안은 적용하기 어려우

며 MCoA 방안을 기반으로 하는 이기종 무선 네트워

크의 환경에서 각각의 인터페이스 특성을 함께 고려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3. Preference를 고려한 다중인터페이스 선택 방안 

다중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인터페이

스에 따라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

한다. 알고리즘과 기호정의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Preference 를 통한 인터페이스 선택 

알고리즘 

:R  요구대역폭 
:kB  인터페이스 k의 가용대역폭 

:iP  인터페이스 i의 preference 값 

:A  선택되지 않은 사용 가능한 인터페이스 집합 
:M  사용 가능한 인터페이스 수 

:r  선택된 인터페이스 k의 가용대역폭 
 

본 알고리즘은 단말이 이동함에 따라 요구대역폭이 
변화 하고 이에 따라 사용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선택

할 경우 사용자가 정의해 놓은 preference 값을 고려하

여 인터페이스를 선택하게 한다. 먼저 요구대역폭이 
정해지면 단말은 각각 사용 가능한 인터페이스의 
preference 값 중 가장 높은 preference 값을 먼저 선택

하고 아직 요구대역폭이 남아있는지 확인하여 그 다
음으로 높은 preference 값을 선택하여 사용자가 정의 
한 preference 값을 우선순위로 하여 인터페이스를 선
택할 수 있다.  
  
4. 성능평가  

사용자 preference 를 통한 이기종 인터페이스 선택

방안은 각 인터페이스의 대역폭을 고려한 방법과 사
용자가 각 인터페이스에 정의한 preference 를 값에 따
라 인터페이스를 선택하는 방안을 통하여 시뮬레이션

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요구대역폭이 변함에 따라 
단말은 각각의 가용대역폭이 다른 인터페이스를 사용

하였고 그림 3, 4 와 같이 인터페이스 3 개와 4 개를 가

지는 상황에 따라 시뮬레이션 한 결과 사용자의 
preference 에 값에 따라 정의된 인터페이스가 우선순

위로 선택되는 방안이 더 높은 사용자 preference 값을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사용자가 선택해야 하는 
인터페이스의 경우수가 더욱 많을수록 사용자 
preference 방안이 더욱 효율적이며 새로운 망에 진입 
시 새로운 인터페이스의 추가 사용 유무를 통하여 사
용자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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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Bandwidth 에 따른 preference value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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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Packet Loss Ratio(%), Tscan = 500ms 

5. 결론 

차세대 이동통신의 발전과 함께 ALL-IP 를 통한 기
존 네트워크와 차세대 네트워크를 통합하기 위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통합된 이기종 네트워크상에서 
사용자의 preference 를 통한 인터페이스 선택 방안을 
통해 다중 인터페이스를 사용한 패킷 전송 중 특정 
preference 에 따른 인터페이스의 선택으로 사용자 만
족도를 고려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을 통해 preference 
특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선택 방안을 MCoA 를 사
용한 다중 인터페이스 환경에 적용하여 각각의 이기

종 망간의 특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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