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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양한 기능의 휴  단말 기기와 무선 환경의 보 으로 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한 사용자들의 요구

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련하여 IEEE 802.16 표 은 사용자에게 용량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무선 기술을 정의하고 있다. 한, IEEE 802.16에 MS의 핸드오버 차를 추가한 EEE 802.16e 표
 기술은 MS에 한 핸드오버 차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핸드오버 차는 MS이 Serving 

BS과의 연결을 종료한 이후, 새로운 Target BS에 한 핸드오버 차를 수행하므로 사용자는 일시 인 

데이터 송 단으로 인한 서비스 지연을 경험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자

에 한 빠른 핸드오버 차를 지원하기 해 주변 BS들의 치 정보를 MOB_NBR-ADV를 통하여 

MS에게 송하고, 이를 통해 각 BS들에 한 MS의 근 정도를 평가하여 특정한 BS에 해서만 

Association을 수행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한다. 

1. 서론

최근 무선 통신 기술과 다양한 무선 단말  이를 통한 

응용 서비스들이 폭 넓게 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용

량 데이터를 고속으로 이용하고자하는 사용자들의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를 만족시키기 해 무선 통신 사용자들

에 한 고속 용량 데이터 송을 목 으로 하는 다양

한 무선 통신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다. 그러한 기술들 

의 하나인 IEEE 802.16은 기존 방식의 좁은 커버리지를 

보완하고, 용량 데이터를 고속으로 송하기 해 제안

된 고정형 역 무선 속 기술 표 이다[1]. 그러나 

IEEE 802.16은 이동하는 사용자에 해 지속 인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없는 한계 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극

복하고 이동하는 사용자들에 한 핸드오버 수행 차를 

정의한 IEEE 802.16e 표  기술이 제안되었다[2].

 IEEE 802.16e는 MS (Mobile Station)이 Serving BS 

(Base Station)으로부터 주변의 다른 BS으로 이동함에 따

라 새롭게 속할 Target BS을 선정하고, 핸드오버를 수

행하기 한 차들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핸드

오버 차 에서 MS이 Target BS을 선정하기 해 수

행하는 Scanning 과정과 이를 통해 선정된 Target BS에 

한 Network Entry 차는 MS과 Serving BS간의 일시

인 데이터 교환 단 상을 래한다. 이러한 은 

MS이 해당 차들을 수행하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 사용

자에 한 QoS를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핸드오

버 수행 시간을 단축하고, 사용자들에게 끊김없는 서비스

를 제공하기 한 련 기술 연구는 필수 이다.

 [3]은 IEEE 802.16e의 핸드오버 차  MS이 Target 

BS에 한 Network Re-Entry 과정을 수행하는 동안 

Serving BS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할 수 없는 문제 을 

해결하기 해 Fast DL-MAP_IE 메시지를 이용하여 MS

이 Network Re-Entry를 종료하기 에 Target BS으로부

터 데이터를 수신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4]는 

MS의 Scanning 시간을 단축하기 해 BS들의 Preamble

에 의한 신호 강도를 기 으로 하나의 BS에 해서만 

Scanning을 수행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한, [5]는 MS이 

Scanning을 수행하는 구간과 데이터 교환을 한 

Iteration 구간을 결정할 수 있는 기 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에 한 QoS를 보장한다. 그러나 [3]은 상향 

링크 데이터 송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4]는 MS이 

Target BS이 아닌 BS쪽으로 이동할 경우, 다시 Scanning

을 수행해야 한다. 한, [5]는 주변 BS들의 수가 증가할

수록 Scanning 완료 시 이 늦어지는 문제 이 있다. 

 본 논문은 와 같은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해 주변 

BS들에 한 MS의 근성을 평가하여 MS이 단일한 BS

에 해서만 Association을 수행함으로써 모든 BS들에 

한 불필요한 Association 수행 시간을 단축하고, 이를 통

해 체 핸드오버 지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법을 제

안한다. 한, 성능 평가를 통해 제안 기법이 보다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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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ning 수행 시간을 가지는 것을 확인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IEEE 802.16e 네트워크 핸드

오버 차와 련 연구를 기술하고, 3장에서는 제안 기법

을 소개한 이후, 4장에서 이에 한 성능 평가를 진행한

다. 그리고 5장에서 결론을 기술한다.

2. 련 연구

2.1 IEEE 802.16e 네트워크의 핸드오버 차

이동하는 사용자에 한 지속 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IEEE 802.16e에서 정의하는 핸드오버 차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IEEE 802.16e 핸드오버 차 

 

 우선, IEEE 802.16e 네트워크에서 각각의 BS들은 백본망

을 통해 자신들의 PHY 계층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UCD/DCD (Uplink/Downlink Channel Descriptor)을 교환

하고, MOB_NBR-ADV 메시지를 통하여 MS들에게 주기

으로 송한다. 만약, 특정한 MS이 Serving BS으로부

터 수신하는 신호 강도가 임계 값 이하로 낮아지는 것을 

인지하 을 때, MS은 핸드오버가 발생할 것이라고 상

하고, 주변 BS들에 해 Scanning 차를 수행하기 해 

Serving BS에게 MOB_SCN-REQ 메시지를 송한다. 이 

메시지를 수신한 Serving BS은 MOB_SCN-RSP 메시지

를 통해 MS에게 응답한다. 이후, MS은 Serving BS과의 

데이터 송을 일시 으로 단하고, 모든 주변 BS들에 

한 채  상태와 신호 세기를 측정하기 한 Scanning 

과정을 순차 으로 수행한다. IEEE 802.16e에서의 핸드오

버 차는 이러한 MS의 Scanning 과정과 함께 Optional

한 Association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MS이 특정한 

BS에 해 Network Re-Entry 과정에서 수행할 Initial 

Ranging을 의미한다. 즉, MS은 Association을 Scanning

과 함께 수행함으로 주변 BS들에 한 상향 링크 동기화

와 데이터 송 워와 련한 라미터들을 미리 획득하

여 핸드오버를 수행할 BS에 한 Network Re-Entry 과

정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Scanning 과정을 

통해서 MS은 모든 주변 BS들 에서 자신에게 합한 

후보 Target BS들을 선정하고, MOB_MSHO-REQ 메시

지를 통하여 Serving BS에게 송한다. 이를 수신한 

Serving BS은 백본망을 통해서  후보 BS들의 MS에 

한 Bandwidth와 QoS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해 

HO-Notification 메시지를 송한다. 이후, 각 후보 BS들

은 Serving BS에게 HO-Notification Response 메시지를 

통하여 자신들의 합성 여부를 송하고, 이를 수신한 

Serving BS은 합한 하나의 Target BS을 선정하고, MS

에게 MOB_BSHO-RSP 메시지를 이용하여 알린다. 이때, 

MS은 선정된 Target BS으로의 핸드오버 수행 시작을 알

리기 해 Serving BS에게 MOB_HO-IND 메시지를 송

하고, Serving BS과의 연결을 종료한다. 이후, MS은 

Target BS에 한 상/하향 링크 동기화와 라미터 획득,  

Initial Ranging, 인증  등록 과정을 포함한 Network 

Re-Entry 과정을 수행한다.

2.2 ACS (Adaptive Channel Scanning) Algorithm

IEEE 802.16e의 체 Scanning 기간은 실제로 MS이 

Scanning을 수행하는 Scanning 구간과 Serving BS과의 

데이터를 교환하는 Iteration 구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1].  

[5]는 이러한 Scanning과 Iteration 수행 구간을 사용자의 

서비스 최  지연 시간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기법을 제

안한다. 한, 이러한 기법을 이용하여 IEEE 802.16e 환경

에서 다수의 MS이 동시에 Scanning을 수행할 때 발생하

는 채  자원의 낭비를 이기 한 기법을 제안하고 있

다. 즉, 해당 기법은 모든 주변 BS들에 해 Association 

과정이 포함된 체 Scanning 수행 시간을 계산하고, MS

의 서비스 유형이 허용하는 최  데이터 송 지연 시간

을 실제 Scanning(t_s)과 Iteration(t_d) 수행 시간으로 결

정한다. 이를 통해 Scanning 시간이 데이터 송 지연 시

간 보다 커져 발생하는 서비스 끊김 상을 해결하고 있

다. 한, 다수의 MS이 동시에 Scanning을 수행할 경우, 

하나의 MS이 Scanning을 수행할 때, 다른 MS들은 

Iteration을 수행하여 보다 효율 으로 채  자원을 이용

한다. 이는 MS의 서비스 유형을 고려하여 사용자에 

한 QoS와 효율 인 Bandwidth의 사용을 보장할 

수 있으나 MS이 주변 BS의 수가 증가할수록 체 

Scanning 수행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3. 제안 기법

IEEE 802.16e 네트워크에서 MS은 Target BS을 선

정하기 해 주변 BS들에 해 Scanning을 수행하

는데 이는 주변 BS들의 수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특히, MS이 Scanning과 함께 Association 과정을 

함께 수행할 경우, 체 Scanning 시간은 더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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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해 주

변 BS들에 한 MS의 근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

해 하나의 BS에 해서만 Association을 수행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3.1 주변 BS에 한 MS의 근성 평가 기법

본 논문에서 우리는 주변 BS들에 한 MS의 근

성을 평가하기 해 두 가지 특징을 고려하 다. 첫

째, Serving BS은 MS들에게 MOB_NBR-ADV 메

시지를 통하여 주기 으로 송한다. 제안 기법에서

는 이러한 MOB_NBR-ADV 메시지 내에 각 주변 

BS들에 한 치 정보를 포함시켜 MS에게 송한

다. 둘째, MS은 Serving BS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신

하기 해 사용하는 하향 링크 채  상태를 CQICH 

(Channel Quality Indication Channel)을 이용하여 

Serving BS에게 알리고, Serving BS은 이에 합한 

송률을 가진 MCS (Modulation and Channel 

Scheme) 벨을 선택하여 MS에게 데이터를 송한

다. 이러한 MCS 벨 에서 송률이 가장 낮은 

QPSK를 통해 MS이 데이터를 수신할 경우, 핸드오

버 가능 지역으로 이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BS에 한 근성 평가 기법의 

 그림 3과 같이 MS은 Serving BS으로부터의 신호 

세기와 하향 링크 채 의 상태가 나빠져 QPSK를 

이용한 데이터 수신 지역,  으로 이동했

을 때, 식 (1)에 의해 각 BS들에 한 거리 값, 

  를 계산한다. 이후, MS은 Serving 

BS으로부터 임계 값 이하의 신호 세기를 인지했을 

때, 핸드오버를 상하고,  에서 BS들에 

한 거리 값  ′ ′ ′ ′ 를 계산한다. 우리는 

'P0'에서의 거리 값에 한 ‘P0’과 ‘P1’ 치에서 각 

BS들까지 거리의 차의 비율 를 기 으로 각 BS에 

한 MS의 상 인 근 정도를 단할 수 있다. 

    

                  - 수식 (1)

       

 ′
                  - 수식 (2)

3.2 제안 기법의 핸드오버 차

본 에서는 MS의 BS에 한 근성 평가 기법을 

바탕으로 제안 기법의 핸드오버 차를 기술한다. 

 우선, Serving BS은 MOB_NBR-ADV 메시지를  

MS들에게 주기 으로 송한다. 이후, MS은 주변 

BS들에 한 근 정도를 평가하기 해 각 BS들

에 한 값을 구하고, MOB_SCN-REQ 메시지를 

Serving BS에게 송한다. 이에 하여 Serving BS

은 MOB_SCN-RSP 메시지를 통해 MS에게 응답하

고, MS은 Serving BS과 데이터 교환을 일시 으로 

지한다. 이후, MS은 Scanning을 통해 후보 BS들

을 선정한다. 이때, MS은 후보 BS들 에서 값이 

가장 큰 두 개의 BS을 최종 후보 BS으로 선정한다. 

MS은 이러한 BS들을 MOB_MSHO-REQ 메시지를 

통하여 Serving BS에게 송하고, Serving BS은 각 

BS들에 하여 MS 한 Bandwidth와 QoS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한 Negotiation 과정을 수행한다. 

Serving BS은 이 게 선정된 Target BS을 

MOB_BSHO-RSP 메시지를 통해 MS에게 송하

고, MS은 최종 으로 선정된 Target BS에 해서

만 Association을 수행하여 해당 BS에 한 상향 

링크 동기화와 데이터 송 워와 련한 라미터

를 미리 획득한다. 이 게 획득한 정보들은 MS의 

Network Re-Entry 과정에서 재활용될 수 있다. 

4. 성능 평가

제안 기법에 한 성능 평가를 진행하기 해 MS

이 Scanning을 수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Packet 

Transmission Delay와 체 Scanning 수행 시간을 

NS-2 시뮬 이터를 이용하여 확인한다. Packet 

Transmission Delay는 BS이 MS에게 송하는 

Packet들의 송 지연 시간으로 MS이 주변 BS들에 

해 Scanning을 수행할 때, Serving BS과의 데이

터 교환을 지함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우리는 [5]

에서 제시한 Scanning 수행 시간 결정 방법을 이용

하여 제안 기법의 체 Scanning 수행 시간을 계산

하고, 이때, 제안 기법이 사용자의 QoS를 만족하면

서 보다 짧은 체 Scanning 수행 시간을 소비하는 

것을 확인한다. 이러한 성능 평가를 해 우리는 다

음과 같은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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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Value
Assocaition Level 0

Backoff Window 4

Frame Duration (ms) 5 

Contention Slot per frame 4

Transmission Power of BS (dBm) 43 (20W)

Coverage(Km) 1

Speed of MS (Km/h) 72

Tolerated lateny of Audio (ms) 50 

Tolerated lateny of Video (ms) 100 

 <표 1> 성능 평가 라미터 

(그림 3) 성능 평가 환경

 이를 통해 우리는 그림 4, 5에서처럼 제안 기법이 

[5]와 같이 MS의 데이터 송 지연 시간 이내로 

Scanning 시간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BS에 해서만 

Association을 수행하여 보다 짧은 체 Scanning 

시간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 다.  

(그림 4) Packet Transmission Delay

(그림 5) Total Scanning Time

5. 결론

본 논문은 IEEE 802.16e에서 MS에 한 빠른 핸드

오버 차를 지원하기 해 MOB_NBR-ADV 메시

지에 포함되어 있는 주변 BS들에 한 치 정보를 

바탕으로 MS의 근성을 단하여 Target BS 에 

해서만 Association을 수행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 기법은 MS의 서비스가 허용하는 최  

지연 시간을 만족시키며, Scanning 시간을 단축하여 

체 핸드오버 지연 시간을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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