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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이종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서의 이동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에뮬레이터 및 

시뮬레이터 개발 연구에 관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쉽게 특성이 다른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이종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른 서비스나 사용자의 정책을 반영한 이동 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동적 네트워크 선택 등의 이동성 관리를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에뮬레이터 및 시뮬레이터를 제작하여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Ⅰ. 서 론  

최근 다양한 무선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과 이를 

지원하는 인터페이스의 발전으로 이동 통신 단말기에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이용한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동 통신 단말기의 이동성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더 증대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신호 세기만을 

기준으로 하여 네트워크를 선택하는 방법과 다양한 상황 

정보(context)를 활용한 네트워크 선택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 이를 위하여 

[2]에서는 네트워크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는 NS-2[3]를 활용하여 이동성 테스트를 하였고,  

[4]에서는 OPNET[5]을 활용하여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시뮬레이터는 프로토콜 수준에서 

네트워크를 시뮬레이션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상위 수준의 정책 기반의 네트워크 선택 방법이라든가, 

이동 통신 단말기에서 서비스 별로 특화된 네트워크 

선택 방법 등에 적용하기에는 사용법도 어렵고, 결과를 

얻기에도 상당한 시간 및 노력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접근 네트워크 (Access 

Network) 기술이 혼재하는 차세대 이동 통신 

네트워크에서 효율적인 이동 단말기 관리를 위하여 이를 

컴퓨터상에서 미리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네트워크와 이동 단말기의 특징을 

명세하고 이를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기반으로 

생성하고 이동 단말기를 위치하여 다양한 이동성 관리 

문제들을 실험해볼 수 있도록 에뮬레이션 및 시뮬레이션 

방법을 제시한다. 특히 기존의 네트워크 시뮬레이터들은 

단일 네트워크의 장치 및 프로토콜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명세하고 하위 수준의 실험을 지원하는 반면에, 

제안하는 방법은 상위 개념의 다양한 이종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 및 실험을 위한 환경을 제공한다. 

 

Ⅱ. 본론  

이종 네트워크에서의 이동성 관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필요하다 

- 이종 네트워크의 생성/수정/삭제 

- 이종 단말 노드의 생성/수정/삭제 

- 네트워크 에뮬레이션 

- 정책 기반의 네트워크 선택 방법 

- 네트워크 및 이종 단말기의 선택적 표시 방법 

- 모니터링 뷰를 통한 현재 네트워크 및 이동 

단말기의 상태 표시 

- 이동 단말 노드의 이동 경로 지정 

- 이동 단말 노드의 이동 경로별 속도 지정 

- 네트워크 수와 이동 단말 노드의 수를 지정하여 

랜덤하게 맵을 생성 

- 네트워크 맵의 줌인/줌아웃 기능 

- 네트워크 맵을 이용하여 정해진 주기별로 이동 단말 

노드의 핸드오버 실행 및 성능 측정 

- 성능 정보에 대한 그래프 제공 

- CLI 기반의 시뮬레이터 제공 

 

본 논문에서는 특히 이동 단말기 노드를 생성함에 

있어서 항상 같은 기능을 하는 이동 단말기 노드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휘처 기반의 제품 라인 공학[6]을 

기반으로 하여 이동 단말기에 대한 휘처 모델을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이동 단말기를 동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그림 1 은 본 

시스템에서 이동 단말기를 생성할 때, 응용 프로그램 및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대학 IT연구센터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NIPA-2010-(C1090-1031-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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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휘처를 다양화해서 

생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 ] 이동 통신 단말 노드 생성 화면 
 

 그림 2 는 위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구현한 시스템의 에뮬레이터 

화면을 보여준다. 우선, 사용자가 원하는 네트워크 맵을 

맵이미지와 크기를 이용하여 생성한다. 그리고 다른 

특성을 가진 네트워크를 원하는 곳에 지정하여 생성할 

수 있다. 그림 2 에서 같은 색상의 원은 동일한 무선 

네트워크 접속 기술을 의미한다(예, 빨간색 원은 CDMA 

네트워크). 이렇게 네트워크를 생성한 다음에 사용자는 

그림 1 의 이동 통신 단말 노드 생성을 이용하여 원하는 

단말 노드를 생성하게 된다. 이러한 단말 노드는 생성할 

때 지원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연결의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만일 CDMA, HSDPA, WiBro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노드는 이 세 개의 네트워크 접속 범위 

안에 있으면 연결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연결이 

가능하지 않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네트워크 맵을 

생성한 다음에 이제 각 이동 단말기에 네트워크 선택 

정책을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장 신호세기가 

강한 네트워크 선택, 가장 가격이 저렴한 네트워크 선택, 

전력 소비가 적은 네트워크 선택 등의 정책이 지정 

가능하다. 이러한 정책은 에뮬레이션 중에도 동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동 통신 단말기의 이동 경로 

및 이동 경로 동안의 속도도 경로 에디터를 이용하여 

생성이 가능하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시뮬레이션 할 때 

미리 이동 경로의 지정이 가능하다. 

 

 

그림 2 ] 제안하는 시스템의 에뮬레이터 화면 
 
이렇게 다양한 네트워크와 이동 통신 단말 노드를 
생성하여 네트워크 맵을 구성하고 나면 네트워크를 
에뮬레이션 및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해당되는 네

트워크와 이동 단말기의 위치에 따라서 현재 가장 
적합한 네트워크를 정책에 기반해서 선택하고 서비
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림 3 은 모니터링 화면을 보여준다. 네트워크 
화면에서는 각 네트워크의 특성 및 연결된 이동 단
말 노드를 보여주고, 이동 단말 노드 화면에서는 
현재 이용 가능한 네트워크, 신호 세기 및 연결된 
네트워크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렇게 시뮬레이션 
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핸드오버 횟수, 연결된 
시간 등의 정보를 그래프 형태로 제공하는 성능 측
정 기능도 제공한다.  
 

 
그림 3 ] 제안하는 시스템의 모니터링 화면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이종 무선 네트워크에서 이동 단말기의 

이동성 테스트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실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테스트하기에는 어려운 이종 네트워크에서의 다양한 

이동성 관리에 대한 실험을 쉽게 컴퓨터상에서 실행해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기존의 네트워크 

시뮬레이터보다 사용하기 쉽고 보다 정확한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향후 연구로는 이종 무선 네트워크에서의 실제 

네트워크 상황 및 서비스 트래픽을 NS-2 와 연동하여 

보다 현실적인 테스트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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