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서비스에서 데이터 통신 중 음성 콜이 들어오는 경우
데이터 통신이 중단되는 현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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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기술 진화 단계상 CDMA2000-1x EV-DO(Evolution Data Only) 이후의 기술들은 음성
(voice)과 데이터(packet)에 대해 서로 구분되는 네트웍을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음성과 데이터
의 두 서비스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데이터 서비스를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음성 콜이
들어오는 경우 사용하던 데이터 서비스가 음성 통화가 끝날 때까지 잠시 중단되거나 혹은 데이터 서비
스가 종료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기지국(BTS 혹은 Node B)과 사용자 단말(MS 혹은 UE) 사이에
하나의 통신 채널만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일반적으로 무선 통신망에서 사용되는 통신 유형은 회선 교환(circuit switching) 기반의 음성 통신과 패
킷 교환(packet switching) 기반의 데이터 통신의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따라서, 어떤 유형의 통신 서
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중에 새로운 통신 서비스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4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1) 음성 통화를 하고 있는 중에 음성 콜이 도착하는 경우, (2) 음성 통화를 하고 있는 중에
데이터 콜이 도착하는 경우, (3) 데이터 통신을 하고 있는 중에 음성 콜이 도착하는 경우, 그리고 (4) 데
이터 통신을 하고 있는 중에 데이터 콜이 도착하는 경우다. 이때, 새로운 통신 서비스의 발생은 현재 통
화 중에 있는 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만을 가정하고 있다.
이 네 가지 경우 중에서 (1)처럼 음성 통화를 하고 있는 중에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오는 경우
는 두 가지 중 한 가지 현상이 발생한다. 즉, 통화중 대기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통화 중에 새로 도착
한 통화 요청을 수락할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하게 되고, 그 선택 결과에 따라 기존 통화를 계속하거나
기존 통화를 잠시 중단하고 새로 도착한 통화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통화중 대기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새로운 통화 요청을 한 사람은 뚜~뚜~뚜~ 하는 비지(busy) 신호를 듣게 되며 상대
방이 지금 다른 통화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2)의 경우나 (4)의 경우처럼 타인에 의한 데이터 콜이 발생하는 경우는 현재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고
려하고 있지 않다. 즉, 모든 데이터 통신은 사용자 본인으로부터 시작된다. 만약, 타인에 의한 데이터 콜
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러한 데이터 통신 개시에 대한 요청이 문자메시지 형태로 사용자에게 전달되어
사용자가 데이터 통신의 시작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문자메시지는 SMS와 동일한 것으로 데이터
형태의 통신과는 구별된다. 음성 및 데이터가 지나다니는 채널과는 구분되는 공통 채널(common
channel)을 통해 페이징(paging) 방식으로 해당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음성 통화
중에 문자메시지가 오거나 혹은 새로운 통화 요청이 있음을 알리는 문자메시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3)의 경우처럼 데이터 통신을 하고 있는 중에 새로운 음성 콜이 도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역시 공유 채널을 통해 문자메시지 형태로 새로운 음성 콜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사용자에게
묻게 된다. 일반적으로, 통화(send) 버튼을 누름으로써 음성 콜을 수신하게 되는데, 이 때 그동안 진행
되고 있던 데이터 통신은 수면(dormant) 상태로 전환된다. 즉, 사용자 단말과 BTS(혹은 Node B)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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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존재하던 데이터 채널은 끊어지고 음성 채널로 변경되지만, BTS와 이동통신사의 패킷 교환망에 존
재하는 데이터 통신 서버 사이에는 채널이 끊기지 않고 유지된다. 따라서, 음성 통화를 끝낸 후 종료
(end) 버튼을 누르면, BTS와 사용자 단말 사이에 다시 데이터 채널이 설정되어 데이터 통신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음성 통화를 종료하면 데이터 통신도 함께 종료가 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혹은, 음성 통화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데이터 통신이 종료된다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구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음성
통화를 끝냈으면서도 종료(end) 버튼을 누르지 않아 데이터 통신으로 전환되지 않거나 혹은 습관적으로
종료(end) 버튼을 연속해서 두 번 누름으로써 음성 통화는 물론 데이터 통신까지도 함께 종료되는 현상
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모 통신사의 경우 이런 이유로 데이터 통신으로 복귀되지 않는 것이 전
체 민원의 90%를 훨씬 넘어선다고 한다. 나머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단말기 상의 오류 혹은 간혹
알 수 없는 버그에 의해서라고 한다.

※ 상기의 내용은 개인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일반적이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잘못된 내용
을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기의 내용에 대해 문의가 있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메일 주소
(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http://hakyongkim.net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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