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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무선랜은 단순히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다양한 기술들이 모여 무선랜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카테고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현 산업 표준은 2.4GHz IMS(Industry, Medical
and Science) 밴드를 사용하고 있는 IEEE 802.11b 이다. 같은 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
로는 블루투스(Bluetooth)가 있고, IEEE 802.11a와 ETSI BRAN Hiperlan2와 같은 무선랜
기술들은 5GHz 밴드에서 개발되었다. 이렇게 다양한 무선 기술에도 불구하고, 무선랜 시스
템은 공통적으로 IP 데이터그램의 전송을 위해서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3GPP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과의 연동 서비스는 IP 데이터그램의 전송을 기반으로 수
행될 것이다.

동일한 통신 프로토콜, 즉, IP 라는 것을 기반으로 연동을 정의하는 것은 두

개의 서로 다른 통신 서비스의 연동에 매우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무선랜과 이동통신과의 연동은 무선랜의 다양한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할 것이
다. 통상적으로 무선랜은 그 사용 위치에 따라서 공공, 기업 및 가정 이라는 세가지 환경으
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무선랜은 이 세가지 환경에서 모두 적용되어야 하고,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관리적 구분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보안은 세가지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될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이동통신과 무선랜의 연동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세가지 환

경에서의 몇 가지 특징들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a. 공공환경 :

실외, 거리, 도매점 호텔 음식점등의 공공지역을 포함한다. 이런 지역에

서 무선랜 사업자는 통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동통신 망과의 연동을 위한 서
비스를 제공한다.
b. 기업환경 : 사무실이나 공장과 같은 곳에서 사용자들은 업무와 관련된 사람으로 제
한이 된다.

방문자들은 허가를 받고 무선랜 환경에 접근이 가능하며, 외부 네트웍

에서의 접근은 제한된다.

기업 환경에 존재하는 모든 무선랜들이 이동통신과의 연

동이 되는 것은 아니며 기업내의 특정한 정책에 따라서 이루어 질 것이다.
c. 거주환경 :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환경에서 사용자들은 거주자나 손님으로 제한
된다. 무선랜 소유주나 사용자는 같은 주체일 것이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사는 빌
딩에서는 여러 사용자가 하나의 무선랜을 사용할 수 있다. 거주 환경에서 무선랜과

이동 통신과의 연동은 공공이나 기업환경과는 다른 정책을 포함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랜 기술과 참조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IP를 이용한 서비스

통합 개념적인 모델을 제시하겠다. 다음으로, 3GPP와 무선랜 연동을 위한 모델을 설명하고,
연동을 위한 표준화 동향 및 이슈, 개발 방안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다.

2. 무선랜 기술 및 참조 모델
2.1 무선랜 기술
무선랜에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으며 이들은 서로 각각의 기술적 특징에 따른 장/단점을 가
지고 있으며, 서로 경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가장 잘 알려진 몇 개의 무선랜
관련 기술의 특징에 대해서 표를 통해서 간단히 소개하겠다.

Attribute

802.11b

Bluetooth

802.11a

HiperLan/2

주파수

2.4 GHz

2.4 GHz

물리계층

DSSS 방식

FHSS 방식

채널 폭

22 MHz

1MHz

22 MHz

22 MHz

서비스 범위

45 m(옥내)

1m

30m (옥내)

30m (옥내)

60m(옥외)

60m(옥외)

6,9,12,18,36,54

6,9,12,18,36,54

Mbps (AP 와의

Mbps (AP 와의

거리에 따라

거리에 따라

다름)

다름)

90 m(옥외)
데이터 전송

1,2,6,11 Mbps

720 Kbps

용량

기타

o

고속 데이터

o

유선 대체

o

저가

o

저전력

응용
o

블루투스나
다른 장비에
의한 간섭

5 GHz
OFDM 방식

o

802.11b 에
비해 효율성
향상

5 GHz
OFDM 방식

o

제품
미출시

2.2 무선랜 참조 모델(Reference Model)
무선랜을 위한 네트웍 참조 모델은 아직까지 정의된 바가 없다. IEEE는 물리계층, MAC계층
및 LLC계층을 802.11 표준에 정의하였으나 아직 네트웍 모델은 없는 실정이다. IETF도
layer 3와 그 이상의 프로토콜에 대해서 정의를 해 놓았지만 마찬가지로 네트웍 모델은 정
의해 놓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각 무선랜 네트웍은 사업자들의 요구사항이나 그것이 사용

되는 환경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동통신 망과의 연동을 위하
여, 간단한 무선랜 네트웍 참조 모델을 정의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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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무선랜 네트웍 참조 모델

참조 모델의 각 요소는 아래와 같다.
a. Terminal(단말기)
표준 무선 카드를 장착한 사용자의 장비를 말한다. 랩탑 컴퓨터, PDA 휴대폰 등이
될 수 있다.
b. Access Point(접근 점)
IEEE나 ETSI에서 정의한 기지국(Base Station)과 같은 역할을 한다.
c. WLAN Access Server(무선랜 접근 서버)
무선랜 접근 서버는 단말기와 나머지 네트웍, 즉 IP망과의 연결을 제공한다. 사용자
의 인증을 위한 무선랜 AAA 서버를 이용한다. 단말기에 IP주소를 할당해 주기 위
해서 DHCP 서비스도 제공한다. 인증의 결과에 따라서, 네트웍에 접근을 허가 또는
제한하고, 제한된 로컬 서비스만을 허가할 수도 있다.
d. WLAN AAA Server
무선랜

사용자

및

단말기의

권한(Authorization),

인증(Authentication),

(Accounting) 등을 관리하는 서버이다.

3. 무선랜과 이동통신의 통합 모델 : 유/무선 통합모델

계정

무선랜과 이동통신과의 통합 모델은 기본적으로 유선망과 무선망의 통합 모델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특히 IP네트웍을 중심으로하여 엑세스망 이라고 불리는 이동통신, 무선랜, 블루
투스 등의 무선망과 ADSL, ISDN, 케이블 모뎀 등의 유선망들을 통합하는 모델이다.

연동

은 무선과 유선, 그리고 무선 엑세스망 사이들에서 고려되는 사항이다. 이러한 유무선 망의
통합은 IP기반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3GPP나 3GPP2와 같은 표준화 단
체에서 활발히 진행중인 All-IP 네트웍 모델과 같은 목표를 지향한다.

모든 망이 IP기술을

채택하여 상호 연동하고, 하위 층에서의 로밍을 지원하며 IP기반의 이동성을 지원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All-IP망은 과금, 네트웍 관리, 보안, 통합 메시징, 지능형 가입자 관리 등을
유무선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모든 통신 시스템의 기본 모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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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All-IP 통합 모델

4. 무선랜과 이동통신의 연동
4.1 서비스 연속성을 위한 연동망

무선랜과 이동통신 망의 연동의 주 목적은 통신 사용자에게 연속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Seamless 서비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서비스의 이용자
가 자신의 위치를 이동시킬 때 서비스의 끊김이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림3은

서비스 사용자가 집안 방에서부터 집안, 집 밖, 그리고 사무실까지 위치를 이동하

면서도 계속적인 서비스를 받는 서비스 모델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런 Seamless

서비스의 제공에는 컨텐츠의 연속성(Contents Seamless), 장치의 연속성(Device Seamless)
그리고 네트웍의 연속성(Network Seamless)을 만족시켜야 한다.

무선랜과 이동통신 네트

웍의 연동은 네트웍의 연속성을 지원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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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서비스 연속성을 위한 무선랜과 이동통신의 연동 서비스 모델

4.2 연동망 모델

무선랜과 이동통신과의 연동은 추상적인 개념에서 볼 때, 무선랜을 지원하는 망과 이동 통
신

망의

연관성에

따라서

밀접한

연동(Tight

Interworking)과

느슨한

연동(Loose

Interworking)으로 나눌 수 있다. 3GPP 비동기식 이동통신 망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아래
와 같다.
밀접한 연동 방법(그림 4(a))은 UMTS 핵심망에 무선랜 접근점이 접속하도록 하여 무선랜
단말기를 이동통신 단말기와 똑 같은 방법으로 서비스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하여 접근점과
핵심망 사이에 연동기능을 위한 유닛(Interworking Unit, IWU)이 포함될 수 있다. 이 방법
은 UMTS망의 보안, 서비스 품질 제어, 과금, 로밍 및 위치 제어 등의 모든 기능을 사용함
으로써 무선랜의 서비스를 이동통신의 그것들과 똑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
은 WLAN 단말기에 UMTS관련 모든 프로토콜을 탑재하여야 하는 큰 부담이 있고, 또한 표
준화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다. 이 방법은 매우 이상적인 방법으로 현실적으로
아직 개념적인 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방법인 느슨한 연동 방법은 그림 4(b)에서와 같이 UMTS망과 무선랜 망 사이에 연

동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정의함으로써 두 망을 연동하는 것이다.
에서 정의 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구현될 수 있다.

인터페이스는 IP layer상

또한, 무선랜 단말기에 UMTS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구현할 필요가 없고, UMTS망과 독립적으로 다양한 무선랜의 규격이
수용 가능하다. 그러나, 이동통신에서 제공되는 위치 제어, 서비스 품질 및 보안등의 기능
제공이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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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무선랜과 UMTS망과의 두 가지 연동 방법

4.3 연동망 표준화 동향 및 이슈
현재 무선랜과 이동통신망의 연동을 위한 표준화는 몇몇 곳에서 동시에 수행되고 있다. 유
럽에서는 ETSI/BRAN에서 제안된

Hiperlan2과 3세대 이동통신망과의 연동 구조와 프로토

콜을 규정하는 기술 규격인 “Requirement and Architecture for Interworking between
HIPERLAN/2 and 3rd Generation Cellular systems”을 작성 완료하였다. 또한, 3GPP 시스
템과 무선랜의 연동을 위한 기술문서 TR 22.934, TR 23.934를 통해 연동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IEEE에서도 802.11 TG h에서 802.11a와 HIPERLAN/2와의 상호 연동을 위한 규격
을 마련하고 있고, WNG SC(WLAN Next Generation Standing Committee)에서는 차세대
무선랜 및 무선랜과 이동통신과의 연동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러한 표준화의 노력에 다양한 연동 기술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아래는 몇 개의 연동
이슈들이다.

이슈 사항

내용

무선 기술/서비스

- 무선 신호의 연동 기술 개발
- 무선랜/이동통신의 듀얼 밴드 단말기

인증

- 공통 인증 서버 사용
- 자체 인증 서버 사용 및 서버 간의 연동

과금

- 공통 과금 서버 이용
- 독립적 과금 서버 이용 및 서버간의 연동

이동성 기술

- Layer 3에서의 이동성 지원
- 주소 맵핑 방법
- 위치 정보 공유 방법
- 로밍 지원 방법

QoS

- 연동 발생시 고속 QoS보장 기술

5. 무선랜과 비동기식 이동통신 시스템 (3GPP) 과의 연동 구조
여기서는 현재 3GPP에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무선랜과 비동기식 이동통신 시스템
(3GPP시스템) 과의 연동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특히, 무선랜의 사용자의 3GPP시스템
과의 연동을 위한 접근 제어(Access Control) 및 과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겠다.

접

근 제어란 무선랜 단말기 사용자가 3GPP망으로 접속하기 위한 인증을 받는 작업을 말한다.
또한, 접근 제어가 가입자 이동통신의 홈 망 (Home Network) 뿐만 아니라 방문자 망
(Visited Network)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로밍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로밍이 가능
한 모델에 대해서만 언급하겠다.

5.1 참조 모델(Reference Model)

먼저 무선랜과 3GPP망과의 연동을 위해서 필요한 네트웍 요소 및 요소간의 인터페이스들
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다.
-

사용자 단말 (user equipment, UE) :

UE에는 UICC(Universal IC Card 혹은

UMTS IC Card)라고하여 USIM(UMTS Subscriber Identity Module)카드의 확장된
개념을 가진 카드가 내장된다. 사용자 단말은 무선랜에만 접속할 수도 있고, 3GPP
망에도 동시에 접속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WLAN카드, UICC카드가 동시
에 들어있는 랩탑 컴퓨터나 PDA가 될 수 있다.
-

AAA 프록시 : 무선랜과 3GPP AAA서버사이에 존재하는 프록시 기능을 가진다.

AAA정보를 무선랜과 3GPP AAA서버사이에서 릴레이 할 수 있다.
3GPP AAA 서버 : 3GPP망에 존재하면서, 인증 정보 및 가입자 프로화일을

-

HLR/HSS로부터 검색할 수 있다. 무선랜 접근 네트웍과 Wr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연
결되며, 인증 및 권한 정보가 전달된다. 과금을 위해서 Wb인터페이스가 존재하며
과금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
HLR/HSS: HLR/HSS는 가입자의 홈 망에 안에 있고, 무선랜 연동 서비스를 통해

-

접근하는 가입자에게 필요한 인증 정보나 가입자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
CGw/CCF : 과금 게이트웨이 (Charging Gateway, CGw)와 과금 수집 기능

-

(Charging Collection Function)을 담당하는 망 요소이다. DIAMETER기반 프로토콜
을 사용하는 Wf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무선랜으로 통해 접근한 가입자에 대한 과금
정보를 수집한다.
OCS(Online Charging System) : 온라인 과금 시스템은 선불(Pre-paid)가입자에 대

-

한 신용제어를 수행 목적으로 존재하며,

DIAMETER기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Wo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3GPP AAA와 연결된다.

A. 방안 1
이 구조에서는, 방문 네트웍이 접근 제어 및 과금 레코드을 생성한다. Wx와 Wo인터페이스

Intranet / Internet

3GPP Visited Network
CGw/CCF

WLAN Access Network
(with or without an
intermediate network)

Wf
Wr/Wb
3GPP
AAA

UE

Wx

Wo

OCS
HSS

3GPP Home Network

그림 5: 연동 참조 모델 (방안 1)

는 두 3GPP망 운영자간(Inter Operator)의 인터페이스이다. 3GPP망이 아닌 무선랜망과는
Wr/Wb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연결된다.

B. 방안 2
이 경우는 홈 망이 접근 제어를 담당한다. 그러나 과금 레코드는 홈망 또는 방문 망 모두에
서 가능하다.

3GPP망은 다른 3GPP망, 무선랜 또는 다른 중개 망들과 Wr/Wb인터페이스

를 통해 연결된다. 3GPP 프록시 AAA는 홈에 있는 3GPP AAA서버로 접근제어 시그널 및
계정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다.

Intranet / Internet

3GPP Visited Network
CGw/
CCF

WLAN Access Network
(with or without an
intermediate network)

Wf
Wr/Wb
3GPP
Proxy AAA

UE

Wr/Wb
3GPP
AAA

3GPP Home Network

Wf

Wx
Wo
HSS

OCS

그림 6: 연동 참조 모델 (방안 2)

CGw/
CCF

5.2 접근 제어의 원칙

-

종단점간 인증(End-to-End Authentication) : 무선랜의 인증 서그널링은 무선랜 단
말과 3GPP AAA서버사이에 수행된다. 이러한 인증 절차는 무선랜 접근 네트웍 내
에서 이용되는 무선랜 기술과는 독립적이여야 한다. 3GPP와 무선랜 연동을 위한
무선랜의 인증 시그널링은 EAP(Extensible Authentication Protocol) 프로토콜에
기반해야 하고, 이는 RFC 2284에 명시되어 있다.

-

무선랜 라디오 인터페이스를 통한 인증 시그널의 전송 : 무선랜 인증 시그널링은
무선랜 엑세스 기술에 근거한 프로토콜에 의해서 무선랜 단말과 무선랜 Access
Network사이에서 전송된다. 이러한 무선랜 프로토콜은 3GPP와 무선랜 연동에서
무선랜의 접근제어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멀티벤
더 상호 호환성을 만족하기 위해서, 무선랜 프로토콜은 무선랜 접근 기술에 관한
표준을 따라야 할 것이다. IEEE 802.11 타이의 무선랜 라디오 인터페이스는

IEEE

8.2.11i 표준을 만족해야 한다.
-

Wr 참조점을 통한 인증 시그널의 전송 : Wr 참조점 상에서 무선랜 인증 시그널링
이 전달되어야 하고, 이는 특정 무선랜 기술에 독립적이어야 한다. DIAMETER이나
RADIUS프로토콜에 기반한 인증 시그널의 전송이 수행된다.

5.3 USIM 기반의 인증 절차의 예

USIM기반의 인증은 AKA(Authentication and Key Agreement) 방법을 기반으로 한다. 무
선랜과 3GPP시스템의 연동의 경우, 이 방법은 하부의 무선랜 표준과는 독립적으로 일반적
인증 메커니즘에 의해서 지원되어야 한다. EAP/AKA 인증 메커니즘은 현재 Internet Draft
draft-arkko-pppex-eap-aka에 정의되어 있고 현재 버전은 03까지 나와 있다.

여기서는

이 EAP/AKA를 통한 USIM기반의 인증절차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무선랜 접속 후에, EAP가 시작된다.
2. 무선랜은 UE로 EAP Request/Identity를 송신한다. EAP 패킷은 무선랜 전용 프로
토콜안에 캡슐화되어 무선랜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송된다.
3. UE는 EAP AKA인증 절차를 시작한다. UE는 NAI(Network Access Identifier) 포
맷 형태로 자신의 아이디를 송신한다.

4. 3GPP AAA 서버가 NAI를 기반으로 선택된다.
5. 3GPP AAA서버는 EAP Response/Identity 패킷을 받는다.
6. 3GPP AAA서버는 예전의 인증 백터(RAND, AUTN, XRES, IK, CK)들이 이용가능한
지 체크한다. 이용가능하지 않으면 HSS/HLR로부터 인증 벡터를 받는다.
7. 3GPP AAA서버는 이용 가능한 가입자의 무선랜 접근 프로화일이 있는지 체크한다.
없으면 HSS/HLR로부터 받는다.

3GPP AAA서버는 가입자가 무선랜 서비스를 사

용할 권한인 있는지도 체크한다.
8. 새로운 Key material이 인증 벡터의 요소인 IK 와 CK로부터 유도 된다. Key
material은 무선랜 기술에 따른 기밀성 및 무결성 방어에 사용될 수도 있다.
9. 3GPP

AAA

서버는

RAND,

AUTN과

암호화된

임시

아이디들을

EAP

Request/AKA-Challenge 메시지에 실어서 무선랜으로 보낸다.
10. 무선랜은 EAP Request/AKA-Challenge를 단말로 보낸다.
11. 단말은 USIM에서 UMTS알고리즘을 수행한다. USIM은 AUTN이 맞는지 확인하고
네트웍이 인증된다. USIM은 RES를 계산한다.
12. 단말은 EAP Response/AKS-Challenge 에 계산된 RES를 실어 무선랜으로 보낸다.
13. 무선랜은 EAP Response/AKS-Challenge 패킷을 3GPP AAA서버로 보낸다.
14. 3GPP AAA서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XREX와 단말로부터 받는 RES를 비교한다.
15. 만약 비교 후 같으면, 3GPP AAA서버는 EAP Success를 무선랜으로 보낸다. 이때
유도되었던 Keying material를 함께 보낸다.
16. 무선랜은 UE에게 인증이 성공적으로 수행됨을 EAP Success메시지를 통해 알린다.
이제부터는 EAP AKA exchange는 성공적으로 끝나고, 단말과 무선랜은 세션의
key material을 공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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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 -serv

HSS/
HLR

1.

2. EAP Request/Identity

3. EAP Response/Identity
[NAI based on a temp. identifier or IM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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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AP Response/AKA-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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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EAP Response/AKA -Challenge
[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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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5. EAP Success
[keying material]
16. EAP Success

그림 7 : EAP AKA 방법을 기반으로 한 인증 절차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무선랜과 이동통신망 특히, 비동기식 이동통신 네트웍인 3GPP 시스템의 연
동에 대해서 표준화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 보았다. 앞으로 통신 시장과 서비스의 다변화에
따라 무선랜이 매우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함께 이동 통신망과 무선랜의 연동은
서비스의 연속성(Seamless Service)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될 것이다. 특히, 무선랜

의 다양한 규격과 네트웍 구성방안을 이동통신 망에서 수용하기 위한 방법, 무선 구간 연동
을 위한 듀얼 밴드 이용 단말기 개발, 인증 및 과금 서버의 통합, 무선랜과 이동통신 망간
의 이동성 지원 방법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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