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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이동성이 없는 고정된 환경을 가정하고 있는 IEEE 802.22 WRAN(Wireless Regional
Area Network) 시스템을 노트북, 휴대폰, PDA와 같은 이동 단말기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서 WRAN시스
템을 구성하는 CPE의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안 한다. CPE의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인
접 네트워크 탐색 메커니즘과 핸드오버 과정을 정의 하였고 이를 통해 CPE가 Base Station 간 이동 시
발생하는 연결 단절 시간을 최소화 하여 보다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1

1. 서 론

미국 연방통신 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2008년 11월 Digital Television에서
사용하는 VHF(Very High Frequency) 및 UHF(Ultra
High Frequency)대역의 주파수를 FCC가 정한 규제
조건을 만족하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비 면허
대역(Unlicensed Band)로 허용 하고 이를 활용한 통신
서비스를
승인
하였다.
이에
많은
분야에서
Whitespace를 이용하는 무선 통신기술이 연구되고
있다.[1],[2]
IEEE
802.22[3]는
WRAN(Wireless
Regional Area Network)을 기반으로 TV 방송 대역 중
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대역을 의미하는
Whitespace를 이용하여 비인가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이다. 현재 아날로그 TV에 사용되고
있는 VHF(Very High Frequency)/UHF(Ultra High
Frequency) 주파수 대역에서 무선 인지(Cognitive
Radio) 기술을 기반으로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 대역을
찾아 활용함으로써 반경 100km 내에서 최대 22Mbps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해당 IEEE
802.22 WRAN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TV 채널수가 적고
빈 주파수대가 많은 교외 지역에 낮은 비용으로 광대역
무선 통신 제공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의 I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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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22 WRAN 시스템은 CPE(Consumer Premise
Equipment)가 이동성이 거의 없는 고정된 환경을
가정하고 있다. 이처럼 이동성을 보장하지 않는 IEEE
802.22 WRAN 시스템은 노트북, 휴대폰, PDA 등과
같은 이동 단말기를 통한 서비스가 불가능 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WRAN 시스템의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핸드오버 기술의 지원은 필수 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EEE 802.22 WRAN 시스템의
핸드오버 시나리오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IEEE
802.22 WRAN 시스템내의 CPE(Customer Premise
Equipment)가 네트워크에서 끊김 없이 핸드오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MAC 계층 핸드오버
절차와 이에 관련된 메시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를
설명하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IEEE 802.22
WRAN 시스템의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MAC
프로토콜에 대해 설명하였고 4장에서는 기존 연구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메커니즘을 비교 및 분석한다.
5장에서는 결론 및 앞으로 필요한 연구를 설명 한다.
2. 관련연구
2.1 IEEE 802.22 WRAN 시스템의 초기화 과정
IEEE 802.22 WRAN 을 구성하는 CPE(Customer
Premise Equipment)는 이동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
되었기 때문에 현재 CPE가 속한 Serving BS(Base
Station)에서 이웃하는 BS로 이동 할 경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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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ng BS와의 연결이 끊어지게 되어 CPE가 연결
단절을 인식하고 이후 CPE가 이동한 새로운 BS에
접속하기 위해 채널을 스캔하고 레인징, 초기화 과정 및
인증, 등록을 수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비된다. 이는
CPE가 다른 BS로 이동을 할 경우 많은 새로운
네트워크로 진입을 빠르게 인지하지 못하여 패킷
손실을 유발하고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발생된다.
2.2 IEEE 802.22 CBP(Coexistence Beacon Protocol)
실제 환경에서의 WRAN 시스템은 아래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영역에 여러 개의 BS(Base
Station)와 CPE(Customer Premise Equipment)가
중복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주파수 중복 사용과 같은
문제로 인해 인접한 상호 셀(Cell)간에 상호 간섭이
발생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WRAN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WRAN 시스템에서는
인접한 셀(Cell)간의 상호 정보 교환과 동기화를 위해서
CBP(Coexistence Beacon Protocol)을 제안 하였다.
CBP는 WRAN 시스템에서 Neighboring Network
Discovery를 목적으로 사용되며 MAC 제어 메시지를
통하여 WRAN을 구성하는 Base Station과 CPE간에
상호간의 간섭 회피를 위해서 채널 이용 정보와
Incumbent User에 대한 정보를 인접한 BS 와 BS에
속한 모든 CPE들에게 CBP 패킷을 통하여 여러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다.

정보를 기반으로 채널 전환, 송신 전력 제어와 같은
작업을 수행 한다.
3. 제안사항
3.1 이동성 지원을 위한 Base Station MAP
본 논문에서는 CPE의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IEEE 802.22 WRAN의 모든 CPE가 GPS모듈을 가지고
있는 장점과 WRAN 시스템의 Coexistence Beacon
Protocol 특성을 이용하여 Base Station MAP을
생성하고 이를 핸드오버에 이용 한다. IEEE 802.22
WRAN 시스템에서 BS간 중첩 된 Cell 영역에 위치한
CPE들은 Coexistence 모드로 동작할 때 인접 한 Base
Station으로부터 주기적으로 CBP 패킷을 수신하여
인접한 Base Station에 대한 정보를 수집 하고 이를
해당 CPE가 속한 Base Station에 보고 할 수 있다.
CBP 패킷으로 얻은 정보들 중 이동성 지원을 위한
Base Station MAP 생성에 사용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1 CBP Information Element
Element ID
Name
0x00
Backup and Candidate Channel List IE
0x05
CBP_Identification IE
CBP MAC PDU안에 있는 Backup and Candidate
Channel List IE 필드는 해당 Base Station에서 이용
가능한 채널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이 채널 목록은
CBP 패킷을 전송한 Base Station이 관리하는 Cell
내에서 이용 가능한 Backup Channel 과 Candidate
Channel 리스트 들로 구성 되어 있다. 또한
CBP_Identification IE 필드를 통해 CBP 패킷을 전송한
Base Station의 ID, 위도, 경도 정보를 알 수 있다.
Base Station MAP은 BS가 관리하는 영역에 분포되어
있는 모든 CPE들로부터 주기적으로 정보를 보고
받아서 특정 위치에서 이용 가능한 채널 정보[4], 해당
채널을 이용할 때의 평균 데이터의 전송률 등을 저장
한다. 아래 표1은 Base Station MAP의 필드를 나타낸다.
표 2

그림 1 IEEE WRAN 서비스 시나리오
CPE가 셀의 경계에서 현재 CPE가 속해 있는 Serving
Base Station이 아닌 인접한 다른 셀의 Base
Station으로부터 CBP 패킷을 수신하게 되면 해당
CPE는 수신한 CBP 패킷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자신이
속한 Serving Base Station에게 보고한다. 이를 통해
BS는 인접한 셀과의 간섭회피를 위해 CBP에서 수집한

Base Station MAP의 필드
Field
Description

Position

정보가 수집되는 CPE의 위치

Serving BS ID

CPE가 속한 Base Station의 ID

Neighbor BS ID
Serving BS
Channel List
Neighbor BS
Channel List
Data rate

현 위치에 인접한 Base Station의 ID
현재 속한 Base Station
에서 사용 가능한 채널
현재 위치에서 인접한 Base Station
에서 사용 가능한 채널
해당 CPE에 서비스되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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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률
3.2 CPE의 핸드오버 준비 단계
본 절에서는 CPE의 MAC 계층에서 이동을 감지하고
핸드오버 시점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한다.
아래 그림2은 WRAN시스템 내의 CPE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Serving Base Station1에서 이웃하는 Target Base
Station2로 이동하는 Inter-BS Mobility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Inter-BS Mobility 시나리오

위 그림2 처럼 처음 Base Station1에 머무르고 있던
CPE가 위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할 때 CPE가 Cell의
가장자리 영역에 가까워질수록 Base Station으로 부터
수신 신호의 세기가 점점 작아지게 되고 OFDMA
시스템의 특성상 신호대 간섭비(CINR)의 열화로 CPE의
전송률의 저하가 발생 한다. CPE에서 수신하는 신호의
세기가 임계값 이하가 되는 경우에 CPE는 자신의
Device
ID와
위치
정보를
담은
HANDOVERREQUEST메시지를 Serving Base Station에게 전송 한다.
이를 수신한 Serving Base Station은 CPE의 위치와
GPS 정보를 이용하여 CPE의 이동 방향을 예측하고
Base Station MAP의 정보를 이용하여 핸드오버를 수행
할 지점에서의 핸드오버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만약
Serving Base Station이 핸드오버가 적합하다고 판단 할
경우에 인접한 Base Station을 Target Base Station으로
지정하고 Target Base Station에서 레인징 정보 및 사용
가능한 채널 리스트(Operating Channel, Backup
Channel, Candidate Channel)를 포함한 HANDOVERRESPONSE 메시지를 CPE에게 전송하고 동시에
핸드오버 시간 단축을 위해서 Backbone 망을 통해
인접한 Target Base Station에게 CPE의 세션 및 설정
정보를 전송 한다. 이를 이용해서 핸드오버 과정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채널 스캔 시간을 줄임으로써
신속한 핸드오버를 수행 할 수 있다.
3.3 CPE의 핸드오버 실행 단계

그림 3 CPE의 이동성 지원 메커니즘

핸드오버 요청을 위해 Serving Base Station과
HANDOVER-REQUEST/HANDOVER-RESPONSE
메시지를 주고 받은 CPE는 Target Base Station으로
이동을 위한 본격적인 핸드오버 과정을 수행 한다. 현재
CPE가 속해 있는 Serving Base Station과의 연결을
끊기 위해서 CPE의 Device ID가 포함된 HANDOVERINDICATOR메시지를 Serving Base Station에게 전송
한다. Base Station이 HANDOVER-INDICATOR메시지를
수신한 시점부터 는 CPE는 Serving Base Station과
데이터 패킷 송수신이 불가능 한다. CPE는 핸드오버를
위해 Target Base Station에서 이용중인 Operating
Channel로 진입 절차를 수행 한다. CEP가 Target Base
Station으로 진입 절차를 완료 하면 Target Base
Station에 새롭게 진입한 CPE를 Database에 등록하는
과정을 수행 한다. 해당 CPE의 Device ID와 GPS
모듈을 통해 얻은 위치 정보를 Target Base Station에게
전송 한다. 이를 수신한 Target Base Station은 MDEVICE-ENLISTMENT-REQUEST메시지를 Database에
전송을 한다. Database는 CPE정보를 Database에
등록을 하고 성공적으로 등록 되었음을 알리는 의미로
M-DEVICE-ENLISTMENT-CONFIRM 메시지를 Target
Base Station에게 전송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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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CPE의 핸드오버 완료 단계
CPE가 새로운 Target Base Station으로 핸드오버
수행을 완료 하게 되면 CPE가 새롭게 이동한 Target
Base Station은 CPE가 이전에 머물던 Serving Base
Station에게 Backbone 네트워크를 통하여 CPE의
핸드오버가 성공적으로 수행 되었음을 알린다. 이를
수신한 Serving Base Station은 Database에 등록되어
있는 CPE를 삭제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 한다. 이를
위해 Serving Base Station이 Database에 M-DBDELIST-REQUEST 메시지를 전송하여 Database에
속해 있는 해당 CPE와 Base Station정보를 삭제한다.
이후 Database는 삭제가 성공적으로 완료 되었음을
알리는 메시지이니 M-DB-DELIST-CONFIRM 메시지를
전송 한다.
4. 기존 WRAN 시스템과의 비교
아래 표3은 CPE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동성 지원
메커니즘을 적용한 WRAN 시스템과 기존의 WRAN
시스템을 비교 한 것이다. 표에서처럼 기존의 WRAN
시스템은 CPE가 현재 위치한 Serving BS에서 이웃한
BS로 이동을 할 경우에 CPE에서 디바이스의 이동을
감지하고
이웃
BS으로
핸드오버를
수행
하는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연결된 Serving BS와의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에 많은 패킷 손실이 발생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동성 지원 메커니즘이 적용된
WRAN 시스템의 경우 CPE가 이동을 감지하고 적절한
시점에 이웃하는 BS로 핸드오버를 수행 하기 때문에
CPE의 이동 시 발생하는 패킷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표 3 기존 시스템과 제안하는 시스템 비교
구분
제안하는 시스템
기존 시스템
CPE의 이동성
YES
NO
감지 메커니즘
CPE의 이동 시
NO
YES
채널스캔
CPE의 이동 시
LOW
HIGH
연결 단절 시간
단말의 이동성
YES
NO
서비스
네트워크
NO
NO
이동성 서비스
5. 결론 및 향후 연구
기존의 IEEE 802.22 WRAN 시스템을 구성하는
CPE는 이동이 거의 없는 고정된 환경만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한정된 BS내의 단일 셀 지역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해결 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IEEE 802.22 WRAN 시스템에서 CPE의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설계하였다.
CPE의
핸드오버를 지원하기 위해 WRAN의 CPE가 GPS모듈을
가지고 있는 특징과 Coexistence Beacon Protocol을
이용하여 빠른 핸드오버 지원이 가능 하도록 하였고
최소한의 변경으로 이동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하드 핸드오버 방식을 사용 하여 연결 단절에
의한 패킷 손실과 지연이 발생 하기 때문에 실시간
서비스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향후 연구로 VoIP나
IPTV와 같은 실시간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핸드오버 절차에 대한 기능 향상 연구를 수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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