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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idle 상태의 단말을 위한 이종 무선 통신망 환경에서 네트워크 선택 알고리즘을 제안

한다. 제안 하는 알고리즘은 셀과 사용자 각각의 상대적 상태 정보를 이용하는 프로필기반 네트워

크 선택 프레임워크(Profile-based Network Selection Framework, PNSF)에 기반한다. PNSF 는 traffic status, 

mobility, 그리고 QoS (Quality of Service) 카테고리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셀과 사용자의 프로필을 생성

한다. 생성된 프로필들을 3 차원의 프로필 공간에서 위치 시키고 각 셀과 사용자 프로필 사이의 거

리를 각 카테고리를 구성하는 요소의 정적 특성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사용자는 최종적으로 가장 

거리가 긴 셀을 선택하여 location update 를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이종의 무선 

통신망 환경의 특성과 idle 모드의 특성을 반영하여 location update 의 발생 빈도를 합리적으로 줄이

면서도 급증하는 데이터 통신 사용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전체에 적절히 분산되도록 선

택한다. 

 

1. 서론 

무선 통신망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 이종의 무선 통신망이 중첩되는 구조로 발전

하였다. 3 세대 이동통신 기술의 보급이 급속히 이루

어졌지만, 여전히 2 세대 통신망이 상존하고 있으며, 
보다 진보한 WiMAX 도 도심을 중심으로 기존의 무
선 통신망이 존재하는 지역에 중첩되는 형태로 설치

되고 있다. 또한 이들 무선 통신망과는 그 성격이 매
우 다른 wifi 망도 커버리지의 범위가 넓어지고 촘촘

해지고 있다. 이종의 무선 통신망 환경이 구축됨에 
따라서 단말기도 둘 이상의 무선 통신망을 동시에 지
원하고 있으며, 이들 무선 통신망간의 이동성을 보장

하기 위한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의 대부분은 사용자 단말이 서비스를 이
용 중인 경우를 가정하고 이루어져 왔으며, 실제 단
말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속해 있는 idle 상태에서의 
이동성에 대해서는 거의 간과되어 왔다.  

특히 기존의 idle 상태에서의 네트워크 선택 알고리

즘은 대부분 이동 중에 location update 의 횟수를 최소

화 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호세

기에 기반하여 셀을 선택하여 왔다. 하지만 이는 기
존의 단순한 음성 통신 위주의 단일망 사용환경만을 
고려한 방법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종의 무
선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반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과 사용자의 서비스 사용패턴이 음성 통화 
위주에서 빈번한 데이터 통신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

는 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음성 
통화 위주의 패턴에서는 통화와 통화 사이의 idle 상
태가 연속적으로 길었으나, 현재는 상당수의 단말이 
데이터 통신을 위하여 active 모드에 빈번히 진입하고 
있으며, 따라서 idle 모드의 길이가 파편화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변화하는 무선 통신망 환경

과 사용 패턴의 변화를 반영하여 이종의 무선 통신망 
환경에서 idle 상태인 단말의 네트워크 선택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 프로필 기반 네트워크 선택 프레임워크 

본 연구에서는 [1]과 [2]에서 제안했던 프로필 기반 
네트워크 선택 프레임워크(Profile-based Network 
Selection Framework, PNSF)에 기반하여 idle 상태의 단
말에 적합한 네트워크 선택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PNSF 는 사용자가 현재 접근 가능한 셀들과 사용자 
각각의 상대적 특성을 보여주는 프로필을 생성하고 
해당 프로필을 n 차원의 프로필 공간에 투영하여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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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용자의 거리로 최적 셀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프로파일은 n 개의 카테고리 값으로 구성되는데, 각 
카테고리는 그 영역을 잘 표현하는 여러 가지 요소 
값들로 구성될 수 있다. [2]에서는 Traffic Status, 
Mobility, QoS(Quality of Service)의 세 가지 프로필을 
사용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같은 카테고리를 사
용한다. 본 섹션에서는 본 연구에 관점에서 PNSF 의 
기본적인 구성 및 특성을 요약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대상 셀 혹은 사용자들의 카테고리별 요소 값들은 
정규화를 통하여 각 셀들의 상대적인 관계만을 유지

하면서 물리적 크기를 제거한다. 각 카테고리는 네트

워크 선택 수행 결과에 의해서 셀의 값이 동적으로 
변하는지에 따라서 동적 카테고리와 정적 카테고리로 
구분하는데, idle 상태를 다루는 본 연구에서는 모든 
카테고리가 정적 카테고리로 구분된다. 

셀 프로필은 현재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셀들의 각
각에 대해서 생성한다. 각 프로파일은 앞서 말한 세 
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된다. 셀 프로필의 Traffic status 
카테고리는 셀의 트래픽 상태를 나타내며 값이 클수

록 셀의 트래픽 상태가 좋음을 가리킨다. Mobility 카
테고리에서는 커버리지의 크기와 같은 셀의 이동성 
관련 요소를 사용한다. QoS 카테고리는 셀의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요소를 사용한다. 기존의 사용자 프로

필은 현재 접근 가능한 셀들을 이용 중인 다른 사용

자들을 비교 대상으로 생성했으나 Idle 상태에서의 네
트워크 선택에서는 부가적인 데이터 전송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현재 사용자의 값 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셀과 사용자 프로필 간의 거리는 (그림 1)에서 보
는 것과 같이 맨하탄 거리 측정법에 기반하여 측정한

다. 맨하탄 거리 측정법은 일반적인 유클리디안 거리 
측정 방식과는 다르게 각 축 상에서의 거리를 합산하

는 방식을 사용한다. 일반적인 맨하탄 거리측정법에

서는 각 축의 거리의 절대값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셀과 사용자 프로필의 차이의 방향성을 유지하기 위
하여 거리의 음수 값을 허용한다. 따라서 최종적인 
거리도 경우에 따라서는 음수의 거리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은 PNSF 와 같이 각 축(카테고리)의 특성

                                                           
1 도식의 편의를 위하여 3 차원 공간을 2 차원으로 표현하면

서 QoS 카테고리를 생략하였다. 

이 명확하게 분리되는 경우에 그 특성을 반영하는 데
에 매우 유용하다. 각 축에서의 거리를 구하는 방식

은 greedy 방식과 best-fit 방식으로 나뉜다. Greedy 방
식은 셀 프로필의 값에서 사용자 프로필 값을 뺀 값
을 그 거리로 구하고, best-fit 방식에서는 한 축 상에

서의 거리(di)를 di=1-|pc,i - pu,i| 와 같이, 사용자 프로필

(pu,i)과 셀 프로필(pc,i)을 비교하여 사용자 프로필에 가
까운 셀에 긴 거리를, 반대의 경우에는 짧은 거리를 
준다. 최종적인 셀과 사용자 사이의 거리는 각 축에

서의 거리의 합산으로 이루어지는데, 최종 선택은 가
장 긴 거리를 가진 셀을 선택한다.  

 
3. Idle 상태 단말을 고려한 이종망 무선 통신망 환경

에서의 네트워크 선택 알고리즘 

본 섹션에서는 제안하는 idle 상태의 단말기를 위한 
이종망 환경에서의 네트워크 선택 알고리즘을 설명한

다. Active 상태의 단말을 위한 네트워크/셀 선택은 단
말에서도 수행할 수도 있으나, 정보 수집 및 처리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네트워크에서 수행하는 것을 가정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idle 상태에서는 네트워크

와의 통신을 최소화 하여 무선 자원 및 배터리를 절
약 해야 하기 때문에 단말에서 네트워크 선택을 수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프로필 
생성을 위한 정보의 수집에 제한이 생기게 되어 본 
연구에서는 단말에서 용이하게 수집 가능한 정보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선택을 하도록 구성하였다. 

 
3.1 셀 프로필 

셀 프로필의 각 카테고리 별 요소는 다음과 같다. 
Traffic status 카테고리는 각 통신망의 가능한 최대 
throughput 을 요소로 사용한다. 단, 각각의 셀 별로 실
제의 최대 throughput 정보를 구하거나 셀이 해당 정
보를 전송하는 것은 상당한 부하가 되거나 기존에 설
치된 장비에서는 쉽게 수정할 수 없으므로, 각 무선 
통신망 별로 고정된 peak data 의 표에서 값을 취하거

나 혹은 channel 의 크기 등으로 대략적인 유추를 통
해서 그 값의 정밀도를 높일 수도 있다. 높은 정밀도

를 가지는 값은 더 좋은 선택 결과를 얻는 데에 도움

이 될 수도 있지만, idle selection 에서 약간 더 좋은 선
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장점이 그로 인한 부하보

다 더 클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다.  
Mobility 카테고리는 셀의 coverage 를 그 요소로 한

다. 이동성에서 셀의 coverage 의 크기는 사용자들의 
평균 셀 체류시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3]에
서는 몇 가지 가정이 붙기는 하지만, 임의의 셀에서 
사용자들의 mean boundary crossing rate 을 

, 2b i i iV rη π= 로 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셀의 반지름 

크기 혹은 커버리지의 넓이를 요소로 사용한다. 실제 
셀의 커버리지는 그 크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송신

신호의 크기를 유추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하여 셀과의 거리를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mobility 카테고리의 값의 크기가 큰 셀은 일반적으로 
좀 더 좋은 mobility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예상 할 

 

(그림 1) 2 차원 공간에서의 셀 별 거리 측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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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QoS 카테고리는 수신 신호 세기를 요소로 사용한

다. 수신 신호 세기는 그 값이 클수록 셀과의 상대적

인 거리가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셀
과의 연결을 유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각 셀의 송신 신호 세기가 동일하다는 가정하

에서는 수신 신호세기가 가장 큰 셀이 사용자에게서 
가장 가까이 있는 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위에서 언
급했던 것처럼, 이동성의 측면에서는 확률적으로 사

용자에게 가장 유리할 셀이라고도 할 수 있다.  
 

3.2 사용자 프로필 
사용자 프로필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현재 네

트워크 선택을 하려는 사용자의 것만 생성된다. 사용

자 프로필 역시 셀 프로필과 동일하게 세 개의 카테

고리에 대한 요소들로 구성된다. Traffic status 카테고

리에서는 사용자의 기존 데이터 사용 패턴에 기반한 
Expected data rate, EDR,t을 사용한다. 
 

  　      , ,(1 )
wndDR t t DR t TE D Eα α−= × − + ×     (1) 

 
Dt는 시각 t 에서의 data rate 을 가리키고, EDR,t은 이

전 측정 시각의 expected data rate 을 가리킨다. α는 이
동 평균을 구하기 위한 계수이다. DMAX, DMIN 는 각각 
일정한 기간 동안에 사용자가 이용한 최대/최소 data 
rate 의 값이다. 이를 통하여 사용자의 현재 평균 data 
rate 이 지금까지 사용 기록에 대비하여 어느 정도 수
준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한다. 이 두 개의 값은 특수

한 상황을 제거하기 위하여 상위/하위 5% 위치의 값
을 사용하고, 최대값은 최소한의 값을 정해서 그 밑으

로 떨어져서 traffic status 카테고리의 프로필 값이 현재 
상태를 과장하지 않도록 한다. 아래 식은 사용자 u 의 
traffic status 프로필 값을 구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
,

( )

( )
DR t MIN

t u
MAX MIN

E D
p

D D

−
=

−
 

     (2)

 
 
Mobility 카테고리에서는 사용자의 평균 이동 속도

(Vt)를 사용한다. 평균 이동 속도 역시 (1)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이동 평균법을 이용하여서 전체적인 경향성

을 유지하도록 하고, 최대/최소 값을 통하여 현재 이
동 속도의 상대적인 수준을 파악한다. 현재 사용자의 
mobility 프로필 값은 (2)의 식에서 EDR,t 를 Vt 로, DMIN

과 DMAX를 VMIN과 VMAX로 변경하여 구한다. 
QoS 카테고리의 프로필 값은 신호세기의 선호도를 

사용한다. 신호세기는 분명 연결을 보장하기 위한 가
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일정한 수준 이상에서는 idle 
상태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의 
별로 QoS 에 대한 선호도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4. 성능 검증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뮬

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전체 시뮬레이션 환경은 4km * 
4km 의 환경으로 (그림 2)와 같이 구성하였다. 
CDMA2000 은 7 개의 셀로 전체 영역을 커버하고 있
으며 LTE 는 4 개의 셀로 영역의 중앙부만을 커버하

고 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200 명의 idle 상태의 사용

자들이 random waypoint 이동성 모델[4]에 의하여 전
체 영역에서 이동하게 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

(PNSF-IDLE)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알고리즘들과 비교하고 있다. SNR-only 알고

리즘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네트워크/셀 선택 알고리

즘과 같이 가장 좋은 신호세기를 가지는 셀을 선택하

고, Coverage-only 알고리즘은 네트워크/셀 선택에 있
어서 셀의 크기(이동성)만을 고려하여 현재 접근 가능

한 셀 중에서 가장 큰 셀을 선택한다.  
 (그림 3)에서는 네트워크/셀 선택이 실행되고 다른 

셀로 핸드오버(HO)를 결정한 경우와 현재 셀에 잔류

(STAY)하기로 결정한 횟수를 비교하고 있다. Idle 상태

에서는 location update 와 같이 네트워크와 통신을 하
는 경우에 에너지 소모가 가장 심하므로 해당 상황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 중 하나

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같은 셀에 최대한 오랫동안 
있는 것은 중요하다. (그림 3)에서는 coverage-only 알고

리즘이 가장 많은 stay 를 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
였고, 그 뒤로는 제안하는 알고리즘(PNSF-IDLE)과 
SNR-only 알고리즘이 있다. PNSF-IDLE 와 SNR-only 

 

(그림 3) 평균 HO 와 STAY 비교 
 

(그림 2) 시뮬레이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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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의 차이는 약 15% 정도로 범위 내에서 PNSF
가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Coverage-only 알고리즘은 최소의 핸드오버 혹은 
location update 라는 측면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후에 
살펴볼 네트워크/셀 선택의 질 측면에서 매우 좋지 
않은 성능을 보이고 있으므로 HO 횟수에서의 좋은 
성능만으로 우수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는 없다.  

좀 더 자세히 HO 횟수의 구성을 살펴보면 (그림 
5)와 같다. 막대 그래프의 아래 부분이 이종망으로의 
핸드오버(VHO)이며, 윗부분이 동종망으로의 핸드오버

(HHO)이다. HHO 와 VHO 는 거기에 소모되는 자원(비
용)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린다. HHO 는 같은 location 
area 인 경우에는 location update 를 필요로 하지 않지

만, VHO 인 경우에는 location update 뿐만 아니라 이종

간의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절차도 수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그렇다고 VHO 의 발생을 무조건 
피해서는 안되겠지만, VHO 의 전체 횟수를 줄이는 것 
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PNSF 는 SNR-only 알고리

즘에 비해서 약 18% 낮은 VHO 횟수를 보이고 있으

며, 이는 전체적인 HO 의 횟수 차이가 적음을 고려할 
때에 상당히 유의미 하다고 할 수 있다. Coverage-only 
알고리즘은 시뮬레이션 네트워크 환경 상 가장 셀 크
기가 크고 전체 영역을 커버하고 있는 CDMA2000 셀
들만을 선택하고 있어서 VHO 를 하지 않았다.  

다른 측면에서 각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그림 6)과 같이 무선 통신 망 별로 평균적인 
사용자 숫자를 구해 보았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모든 알고리즘에서 많은 사용자들이 커버리지가 
넓고 촘촘한 CDMA2000 에서 camping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coverage-only 알고리즘의 경우에

는 극단적으로 CDMA2000 에 몰리는 결과를 보여주

고 있고, 이는 다중의 무선 통신망이 존재하는 환경

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PNSF-IDLE 와 SNR-only 는 상대적으로 고른 분
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PNSF-IDLE 이 약 14%정도로 
LTE 에 더 많은 사용자를 할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현재 트래픽 부하를 발생시키지 않는 idle 상태의 
사용자들의 분산이 중요한 이유는 앞서 언급했던 것
처럼 전통적으로 음성 통화가 idle 한 구간에서 무선 
단말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의 사용이 급증했기 때문

이다.  
앞서 살펴본 HO 횟수와 통신망 별 평균 사용자 숫

자를 검토해 볼 때에 제안하는 PNSF-IDLE 알고리즘

이 다른 알고리즘들 보다 HO 빈도, 즉 location update
의 빈도를 상당 부분 줄이면서도, 이종 무선 통신망 
환경과 급증하는 무선 데이터 통신 사용에 대응할 수 
있는 사용자 분산의 측면 모두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우리는 idle 상태의 단말을 위한 이종 통신망 환경

에서의 네트워크 선택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

하는 알고리즘은 프로필 기반 네트워크 선택 프레임

워크(PNSF)에 기반하여 idle 상태의 단말에서 독립적

으로 수행하고 idle 상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정보를 최대할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PNSF 는 
셀과 사용자 각각을 위한 프로필을 생성하고, 각 프
로필은 traffic status, mobility, QoS 세 가지 카테고리의 
상태를 보여주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PNSF 를 idle 상태의 단말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단말이 변화하는 통신 환경이 
요구하는, 또 이종망의 통신 환경을 잘 활용할 수 있
는 idle 단말의 네트워크 선택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제안의 유효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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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Horizontal HO 와 Vertical HO 의 비교 

 

(그림 6) Horizontal HO 와 Vertical HO 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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