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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첨단 IT 분야 기반 기술들의 상용화가 시작되고 있다. 이들 기술들을 바탕으로 이동 단말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시 로 진입하고 있다. 이동 인 사용자는 핸드오 가 빈번히 발생되

는 환경에서 스트리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스트리  미디어의 QoS를 만족시키기 

해서는 이동성이 고려된 미디어 데이터선인출이 사용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미디어 서버에서 사

용자 단말로 스트리  미디어가 서비스 될 때 빈번한 핸드오 에 의한 기지국(Base Station : BS) 스
트리  서버의 자원낭비를 연구한다. 논문에서는 BS의 버퍼용량을 속도와 이동거리에 따라 변화하는 

량을 조사하여 선인출 용량 변화가 버퍼 사용률에 향을 미침을 지 한다.

-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재단의 지역 신

인력양성사업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임

*교신 자

1. 서론

   최근 와이 로, 성 DMB 등과 같은 첨단 IT 분야의 

기반 기술들의 상용화가 시작되고 있고, 이들 기술들을 바

탕으로 휴 용 이동 단말기에서 상 미디어를 즐길 수 

있는 시 로 진입하고 있다. 특히 고속으로 이동 인 차

량에서 단말기를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미디어 컨텐츠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방향의 고품질 서비스를 요구하는 

수 으로 발 하고 있다. 이동 인 사용자 단말로 스트리

 서비스가 진행되기 해서는 요구 컨텐츠들을 장하

고 있는 서버들로부터 미디어데이터를 인출해야 한다. 이 

데이터는 사용자가 요청한 비트율로 트랜스코딩 된 후 릴

이 BS들을 거처 해당 BS의 서버로 달된다. 그러나 

BS의 스트리  서버는 수많은 사용자들로 부터의 자원요

구 조건과 데이터릴 이 송에 필요한 가용 자원들의 변

화로 인하여 안정 인 스트리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

다. 이를 해결하기 하여 이동 단말과 직  연결된 BS의 

서버는 사용자가 요청한 미디어 데이터를 선인출하여 임

의의 시간동안 버퍼링한다. 이를 해 미디어 서버는 미디

어 데이터를 선인출 하고 트랜스코딩하여 해당 BS 서버

로 송해야 한다. 해당 BS은 미디어 서버로부터 송받

은 미디어 데이터를 흐름 제어를 통해 이동 단말에게 안

정 인 QoS의 스트림을 제공한다. 그러나 스트리  서비

스를 받는 이동 단말이 다른 BS의 범 로 이동하는 핸드

오 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BS 서버에 이미 버퍼링된 미

디어 데이터들은 이동 단말로 송되지 않고 버려지거나, 

해당 BS으로 재 송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서버에서 사용자 단말에 달될 

때까지 사용되는 BS의 버퍼용량을 시뮬 이션을 통해 알

아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논문과 

련된 연구에 해 알아보고 3장에서는 시뮬 이션을 통

해서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속도 변화에 따라 선인출 

용량 변화 시 BS의 버퍼사용률에 해 설명한다. 4장에서

는 본 논문의 결론  향후 연구에 하여 언 한다.

2. 련연구

   셀 기반의 이동 단말 사용자는 셀과 셀 사이를 이동하

면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이러한 이동 단말의 셀과 

셀 사이의 이동을 핸드오 라고 한다. 일반 으로 각 셀에

는 하나의 BS이 존재하며, BS은 무선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용자가 요청한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셀 내의 사용자의 

다양한 정보를 유지하며, 사용자의 이동성을 지원한다. 핸

드오 에는 기존의 연결을 먼  끊은 뒤 새로운 연결을 

하는 하드 핸드오 와 기존의 연결을 유지한 상태에서 새

로운 연결을 만드는 소 트 핸드오 방식이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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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뮬 이션 구성도  

   RSSI(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2]는 무선 

환경에서 사용하는 RF 시그 의 상 인 크기를 나타내

는 값이다. 이 상 인 신호 크기는 dBm단 (-50dBm 

∼ -100dBm)로 측정할 수 있다. 한 이 신호의 크기를 

이용하여 두 지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이동 방향을 측하기 한 인수로 차등 RSSI(DRSSI 

: Differential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3]를 

사용할 수 있다. DRSSI는 BS에서 주기 으로 측정된 이

동 단말(Mobile Host : MH)의 RSSI의 차이값이다. 

DRSSI는 MH의 속도가 빠르게 됨에 따라 그 값의 변화

가 커지게 되고, MH가 방향을 바꾸게 되면, 극성(+, -)이 

바 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면 이동 방향을 

악할 수 있다.

3. 첩지역에서의 선인출 용량에 따른 효율

   각 BS에서 사용되는 버퍼의 용량을 확인하기 해 그

림 1과 같은 실험 환경을 구성하 다. 셀 A, B, C는 각 

BS의  수신범 로 반지름 1.5Km의 원으로 가정하

다. MH는 방향의 환 없이  일정한 속도로 이동한다고 

가정하 다. 첩지역의 길이 d는 1.5Km의 반인 

0.75Km로 가정하 다. 실세계에서는 하나의 BS에 많은 

MH가 연결되어 통신이 이루어지겠지만 본 논문의 실험에

서는 하나의 MH만 있다고 가정한다.

   셀 A, B의 첩지역을 MH가 이동하는 동안 BS1과 

BS2의 버퍼 사용량은 속도에 따른 첩지역 통과 시간과 

MH가 요구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비트율로 구할 수 

있다. 

   표 1은 속도에 따른 첩지역 통과시간을 나타낸다.    

표 2는 첩지역을 지나는 시간동안 버퍼에 쌓이는 데이

터의 양을 Kbyte단 로 나타낸 표이다. 속도가 빠를수록 

첩지역을 통과하는 시간이 기 때문에 상 으로 

은양의 데이터의 송이 요구됨을 볼 수 있다. 

구분 60Km/h 70Km/h 80Km/h 90Km/h 100Km/h

시간 46.30 38.66 33.78 30.00 27.08 

(단  : )

<표 1> 속도별 첩지역 통과에 걸리는 시간 

구분 400Kbps 700Kbps

60Km/h 18518.52 32407.41 

70Km/h 15463.92 27061.86 

80Km/h 13513.51 23648.65 

90Km/h 12000.00 21000.00 

100Km/h 10830.32 18953.07 

(단  : Kbyte)

<표 2> 첩지역 통과시 요구 비트율 별로 필요한 

버퍼크기

구분 400Kbps 700Kbps

버퍼사용비율 38.66 67.65 

(단  : %)

<표 3> 기 속도 70Km/h일 때의 버퍼 사용량

구분 400Kbps 700Kbps

60Km/h 46.30 81.02

70Km/h 38.66 67.65

80Km/h 33.78 59.12

90Km/h 30 52.50

100Km/h 27.08 47.38

(단  : %)

<표 4> 속도에 따른 선인출 용량 변화 시 

버퍼의 사용률 

    첩지역에서의 선인출 효과를 알아보기 해 BS1, 

BS2에 각각 40Mbyte 크기의 버퍼가 있고, 이동속도에 상

없이 70Km/h를 기 으로 버퍼 사용량을 구한다. 이때

의 BS1, BS2의 총 버퍼 사용율을 구하면 표 3과 같다. 

   표 4는 MH의 이동속도별로 선인출양을 다르게 했을 

경우의 BS1, BS2의 총 버퍼 사용율을 나타낸다. 이동 속

도에 따라 버퍼의 사용율이 다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3과 표 4를 비교하여 버퍼의 사용량을 비교한 그림 

2를 보면 MH의 이동 속도에 따라 선인출양을 조 함으로

써 BS의 버퍼를 좀 더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

인 할 수 있다.

(그림 2) 속도와 요구 비트율에 따른 버퍼 사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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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400Kbps 700Kbps

60Km/h 23.10 40.43

70Km/h 19.30 33.78

80Km/h 16.90 29.58

90Km/h 15.00 26.25

100Km/h 13.50 23.63

(단  : %)

<표 5> d/2거리를 통과할 때 속도에 따른 

선인출 용량 변화 시 버퍼의 사용률 

  

(그림 3) 표 4와 표 5의 비교 그래

   그림 1의 BS1과 BS2가 각각 d 구간에서 필요한 체 

양의 데이터를 선인출 한다고 가정하여 실험한 결과이다. 

이 경우에는 핸드오  이후에 BS1과 BS2에서 버려지는 

데이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해 BS1에

서 BS2로 MH의 통신제어권이 넘어가는 d의 간 치를 

구하여 BS1과 BS2의 버퍼에 다른 데이터를 선인출 한다

면 버퍼의 사용율을 낮출 수 있다. <표 5>는 이동 속도에 

따라 BS1과 BS2에 선인출을 나 어 한 경우의 버퍼 사용

률을 나타낸다. 각 BS의 버퍼의 크기는 40Mbyte이다. 

   표 4와 표 5를 비교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각각의 

BS들의 버퍼사용률이 반으로 어 든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4. 결론  향후연구

   3장의 실험 결과를 통해서  BS에의 버퍼 사용률이 선

인출양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함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선택한 알고리즘에 따라서 사용률이 

반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실험을 통해 선인출 용량에 따라 버퍼의 사

용률이 변화됨을 알 수 있었다. 향후에는 시뮬 이션의 규

모를 확장하여 여러 BS에서 다수의 MH가 이동 할 때 버

퍼의 사율률을 낮출 수 있는 알고리즘에 해 연구를 진

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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