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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양한 이동서비스를 지원하기 해, 다양한 무선 속기술이 제공된다. 차세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끊김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이기종 무선망간의 핸드오  서비스가 필요하다. WLAN의 고속데이터서비스가 셀룰

러이동망으로 핸드오 하는 경우 셀룰러이동망 기지국의 호차단율이 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로 일 기반 핸드오  방식을 제안한다. 성능분석을 통해 제안된 핸드오  방

식 용시 셀룰러이동망 기지국의 호차단율이 개선됨을 확인하 다. 

ABSTRACT

Different wireless technologies have been developed for various mobile applications. To offer seamless service in next mobile 

communication systems, it needs handoff service between heterogeneous mobile access networks. A high data rate handoff call from WLAN 

to cellular mobile network can increase rapidly the blocking probability of BS of cellular mobile network. To solve this problem, this paper 

proposes a new handoff scheme based on user service profiles. The performances of the proposed scheme are evaluated using computer 

sim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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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재 무선 환경은 이동 통신망의 발달과 새로운 네트

워크의 개발  배치로 여러 네트워크들이 첩되어 있

다. 표 으로 리 퍼져있는 셀룰러 이동통신망과 

Hotspot 지역을 심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WLAN 

(Wireless-LAN), WiBro등이 각각의 특성에 맞게 배치되

어 서비스되고 있다.기존 음성 주의 서비스를 제공하

던 셀룰러이동망은 무선인터넷 등 멀티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WCDMA(Wideband-CDMA)으로 발 하

으며, 실내에서 고속데이터 송에 이용되는 WLAN

은 이동성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무선 속장치들 간

의 인터워킹을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 

특히 스마트폰의 서비스 증가로 WiFi 존으로 불리는 

WLAN 서비스 역은 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셀룰

러이동망과 WALN의 연동은 끊김없는 이동서비스의 

근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 용량의 멀티미디

어 데이터 송과 이동성 제공을 요구하는 사용자의 요

구에 따라 무선  이동 환경에서 보다 높은 역폭의 서

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IEEE 802.16을 비롯한 많은 규

격들이 제정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60Km/h의 이동성

과 50Mbps의 데이터 서비스를 한 WiBro가 서비스되

고 있다. WLAN에 비해 넓은 서비스 제공 범   이동

성을 가지고 있는 WiBro가 차세  무선 속망으로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상된다[2].

망 측면에서는 사용자에게 다양한 속망을 통한 고

품질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다양한 네

트워크의 융합  통합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해 네

트워크의 구조  이동성 제공 방안 AAA, QoS등과 같은 

문제해결을 한 통합 방안들이 계속해서 제안되고 있

다. 하지만, 각 네트워크 간의 상이한 서비스 제공 범 , 

표   규격으로 인해, 단기간 내의 네트워크 통합은 어

려울 것으로 보이며, 재 무선 네트워크 통합 방안에 

한 연구보다는 각 네트워크 구성요소들의 연동을 통한 

서비스 제공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동통신에서 서비스 상의 다양화에 따라 서비스

지역, 역폭, 핸드오  방식 등이 다른 혼합 이동망간의 

핸드오  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핸드오 는 통신

인 단말이 다른 서비스지역으로 치를 이동하는 경우

에도 서비스의 연속성을 제공해주는 메커니즘이다. 계

층구조의 이종이동망간의 핸드오 에서는 기존의 동종

망간의 핸드오 와 다른 특성으로 인해 많은 분야의 연

구가 요구되며, 계층 셀 선택 알고리즘, QoS 보장, 핸드

오  지연시간 단축 등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6,7]. 이

러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입자를 수용하고 음성

주의 서비스에서 발 해온 셀룰러이동망과 은 가

입자를 수용하며 고속데이터서비스를 주로 발 해온 

WLAN, Wibro 간의 핸드오 는 구조 인 특성상 QoS를 

보장하면서 핸드오 를 수용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즉, 멀티미디어 상 등 실시간 고속서비스가 WLAN이

나 Wibro에서 셀룰러이동망으로 핸드오 하는 경우 한 

호에 의한 많은 자원할당에 의한 셀룰러이동망의 호차

단율이 격하게 증가할 수 있으며, 통신요  증가 등의 

문제 이 야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핸드오 에 한 요구를 사

용자 서비스 로 일에 장하고 WLAN에서 셀룰러

이동망으로 핸드오 시 이를 참조하여 핸드오 를 처

리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서비스 로 일에는 핸드

오  이 과 동일한 조건의 무조건 핸드오 처리, 셀루

러망으로 진입시 호를 보류하고 WLAN으로 재진입시 

호 재개, 데이터 송율을 낮추어 핸드오 , 호 종료 등

의 선택 정보를 장한다. 제안된 방식은  호의 특성에 

따라 핸드오  유형을 사용자가 선택하게 하며, 이에 

따른 고속데이터서비스의 핸드오 감소로 셀룰러이동

망에서의 호차단율을 개선하는 방식을 제안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에서는 계층 이동망 구

조  핸드오  차를 설명하고,  3 에서는 사용자 서

비스 로 일 기반 핸도오  방식을 기술하고, 4장에

서는 시뮬 이션 결과를 분석하고 5장에서 결론을 내

린다.

Ⅱ. 계층 이동망 구조  핸드오  차 

 

이동 에도 끝임없이 끊김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WCDMA, WLAN, Wibro간 제약없는 핸드오

 서비스가 제공되야 한다. WCDMA는 셀당 4Km 내외

의 서비스 커버리지로 국 인 서비스범 를 가지며, 

384~512Kbps의 송속도, 고가서비스 요 , FA당 

10Mbps 정도의 서비스 특성을 가진다[3]. Wibro는 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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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m 내외의 서비스 커버리지로 기지국이 지역에서 실

내외 서비스범 를 가지며, 1Mbps의 송속도, 가

서비스 요 , FA당 18Mbps 정도의 서비스 특성을 가지

며, WLAN은 실내나 좁은 지역을 서비스 커버리지로 최

 11Mbps의 송속도, 가서비스 요 의 서비스 특성

을 가지며 서비스 된다. 특히 스마트폰의 서비스 증가로 

WiFi 존으로 불리는 WLAN 서비스 역은 속도로 늘

어나고 있으며 셀룰러이동망과 WALN의 연동은 끊김

없는 이동서비스의 근간이 될 것으로 상된다.

WLAN 서비스 지역은 국 인 서비스 지역을 가지

는 WCAMA 셀룰러망의 서비스 지역 내에 hot-spot 형태

의 서비스 역을 구축하는 계층구조의 셀 형태를 가지

게 된다[3]. 이와 같은 망구조에서 이동국은 서비스품질

이나 서비스 요  등의 문제로 WLAN의 서비스 역내

에서는 WLAN의 AP를 거쳐 고속데이터서비스를 받게 

되며 이 역을 벗어나 경우 끊김없는 서비스를 받기 

해서는 셀룰러이동망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일반 으로 동종 무선망 내에서의 핸드오 는 동일

한 무선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기지국간 는 WLAN

의 AP간의 horizontal 핸드오 를 의미한다. 이와 비교하

여 상이한 무선 속, 서비스 특성  서비스 역을 가지

는 이종망간 즉 셀룰러이동통신과 WLAN간의 핸드오

는 vertical 핸드오 로 정의된다. 계층셀, 비 칭환경, 

버스트 트래픽 특성을 한 고려한 혼합이동망의 핸드

오  제어 알고리즘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8], 고

속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WLAN에서 속서비스가 

제공되는 셀룰러 이동망으로 핸드오 시와 이의 반  

경우에서의 최  핸드오  알고리즘  핸드오 과정

에서의 효율 인 패킷 라우 을 한 단계  핸드오  

기법  트래픽 제어 방법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그림 1. 이동망 구조  끊김없는 핸드오  환경
Fig. 1 Mobile network architecture and seamless 

handoff environment 

Ⅲ. 사용자 서비스 로 일 기반 

핸드오  알고리즘 

이동통신의 서비스 역이 셀룰러이동망 기지국과 

WCDMA의 WiFi 서비스 역을 포함하는 계층구조를 

가지는 서비스 환경은 두 개의 무선 속 환경이 다른 비

칭구조로 구성된다. 와 같은 혼합 데이터망에서 원

활한 핸드오   이에 따른 트래픽 제어를 가능하게 하

는 핸드오 를 제공하기 해서는 새로운 고려해 사항

이 필요하다. 계층 셀간의 핸드오 에서 은 가입자수

용, 고속데이터 주의 서비스 제공을 기반으로 하는 

WLAN과 많은 가입자 수용, 상 으로 속서비스제

공을 주로 하는 셀룰러이동망간의 핸드오 시는 셀

간 처리용량의 비 칭에 의한 문제가 발생한다. WLAN 

WiFi 역에서는 고속데이터서비스에 한 이용할 가

능성이 높으며 이들 사용자가 셀룰러이동망으로 이동

시 셀룰러이동망의 기지국은 순간 으로 많은 무선 자

원이 필요로 하며 기지국 체의 QoS 하를 야기 할 

수 있다. 한, 사용자는 의도하지 않게 셀룰러이동망

을 통한 고속데이터서스에 의한 높은 요 의 부과문

제, mobile-IP의 store-and-forward 처리에 따른 큰 용량

의 버퍼, 많은 트래픽이 재 송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가입자별 서

비스타입에 따라 핸드오  처리 유형을 가지는 서비스 

로 일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핸드오  발생시 사용

자 서비스 로 일에 따른 핸드오  서비스를 수행하

는 방식을 제안하 다. WiFi 존에서 셀룰러이동망 기지

국으로 핸드오  발생시 서비스유형과 가입자 카테고

리를 조사하여 기존 호와 동일한 조건의 핸드오  서비

스를 제공하거나. 데이터 속도를 속으로 조정한 후 핸

드오  서비스, 호를 보류하고 WiFi 재진입시에 다시 호

의 재개하거나, 호의 종료 등 카테고리에 따른 핸드오  

서비스 처리를 수행한다.   

<표1>과 같이 이동망에서는 제공되는 서비스는 크

게 실시간서비스와 비실시간서비스를 분류된다. 실시

간서비스  음성통화 등의 속서비스는 셀룰러이동

망 기지국으로 동일한 핸드오 를 하드라고 기지국의 

부하에 큰 향이 없으나, 고속 상통화 등 셀룰러이

동망 기지국에 큰 부하를  수 있는 호는 무조건 핸드

오 , 속으로 속도변환, 호의 종료 등을 가입자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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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게 한다. 고속 비실시간서비스이 경우 무조건 핸

드오 , 속으로 속도변환, 호의 종료 등 호 보류  재

개 유형을 추가한다. 호의 보류  재개는 WLAN에서 

셀룰러이동망으로 진입시 호를 보류하고 이후 이동국

이 다시 WLAN으로 진입시 호를 재개하는 방법이다.  

호를 보류하고 이후 다시 WiFi 역으로 재진입시 서

비스 재개하는 방법은 특히 QoS 보장 등의 서비스에서 

핸드오 시 발생하는 오류제어, 순서제어 등의 부하를 

일 수 있으며, 요 측면에서 사용자에게 많은 장

이 될 수 있다. 

   

<표.1> 서비스별 핸드오  처리 유형 
Table. 1 Handoff processing type based on service  

그림 2. 서비스 로 일에 따른 핸드오  처리 흐름도
Fig. 2 Handoff flow based on Service Profile

속 비실시간서비스의 경우 동일한 송률로 큰 어

려움 없이 핸드오 는 가능하나 QoS 보장을 한 재

송 차, 상 으로 렴한 WiFi에서만 서비스 받기 

해 호를 보류하고 WiFi 역으로 재진입시 서비스 재개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림 2는 핸드오 발생시의 처리 흐름도이다. WLAN

에서 셀룰러이동망으로의 Upward 핸드오 인 경우 이 

알고리즘이 용되며, 이 경우 서비스유형과  해당 가입

자의 서비스 로 일을 조사하여 이에 따라 무조건, 속

도변환, 호보류, 호종료 등의 처리를 진행한다.  

Ⅳ. 성능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한 사용자 로 일 기반 핸드오  

용시의 셀룰러이동망 기지국의 호 차단율 개선 정도

를 분석하기 해 시뮬 에션을 수행하 다. 셀룰러이

동망 각 기지국은 WCDMA를 고려하여 셀 반경이 4km, 

3FA(Frequency Assignmenet), FA당 70채 , 각 채 은 음

성, 속데이터를 기본으로 하는 14.4Kbps 용량으로 가

정하 다. WLAN 기지국 AP는 셀당 1Km의 서비스 반

경, 기지국용량은 18Mbps 가정하 다. 각 셀룰러이동망  

기지국내 WLAN AP가 2개 포함되는 첩 환경을 가정

하 으며, 기타 시뮬 이션에 아래의 사항들이 가정되

었다. 각 셀에 해 신규호는 평균이 λ호/  인 포아손 

분포로 도달하며 호 지속시간은 평균이 120 인 지수 분

포를 가진다. 신규호는 셀룰러이동망의 기지국 역에

서 균일하게 발생하며, 첩된 역에서 발생하는 호  

속서비스는 셀룰러이동망의 기지국에 할당하고, 고

속데이터서비스는 WLAN AP에 할당한다. 송속도는 

속서비스는 14.4Kbps, 고속서비스는  1Mbps로 가정하

다. 

그림 3은 호발생율에 따른 서비스 로 일상의 핸드

오 서비스 유형별 셀룰러이동망 기지국의 호차단율의 

변화를 보여 다. 유형의 분류는 핸드오 되는 고속데

이터서비스가 처리되는 방식에 따라 분류하 다. 기존

방식은 모든 핸드오 호가 동일한 송율로 셀룰러이

동망으로 핸드오 되는 경우이다. 

유형1은 모든 고속데이터서비스가 핸드오 시 송

율이 50% 감소되며, 유형2는 고속데이터서비스 핸드오

호의 50%는 송속도 감소를 나머지 50%는 호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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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되는 경우이며, 유형3은 모든 고속데이터서비스는 핸

드오 시 보류되는 경우이다. 호발생율을 0.2~0.8호/ /

셀로 변화시켰으며, 신규호  속서비스가 70%, 고속

데이터서비스가 30%로 가정하 다. 보류되는 호의 비

율이 증가함에 따라 셀룰러이동망 기지국의 호 차단율

이 감소하며 호 발생율이 증가함에 따라 개선효과는 증

가됨을 볼 수 있다. 

   

그림 3. 호발생율에 따른 기지국의 호차단율
Fig. 3 Call blocking probability according to call 

attempt

그림 4. 고속데이터서비스의 비율에 따른  호차단율
Fig. 4 Call blocking probability according to high data  

call ratio

그림 4는 신규호  고속데이터서비스의 비율에 따른 

셀룰러이동망 기지국의 호차단율 변화를 보여 다. 신

규호  고속데이터서비스의 비율을 10~70% 까지 변화

시켰으며, 호발생율은 0.5호/ /셀인 경우이다. 기존방

식은 고속데이터서비스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셀룰

러이동망 기지국의 호차단율의 격하게 증가하나, 제

안된 유형1,2,3은 모두 핸드오  발생시 에서 호를 보

류하거나 송속도를 감소하는 경우 차단율이 하

게 감소함을 볼 수 있다. 특히 유형3의 경우는 고속데이

터서비스의 비율이 증가함에도 차단율의 증가가 미미

하며 이는 고속, 속서비스가 혼합된 서비스되는 경우 

호의 차단율은 고속데이터서비스가 미치는 양이 

임을 볼 수 있다.

    

그림 5. 이동속도변화에 따른 호차단율
Fig. 5 Call blocking probability according to mobile 

speed

그림 5는 WLAN AP에 서비스되는 단말의 이동속도

변화에 따른 셀룰러이동망 기지국의 호차단율의 변화

를 보여 다. 호발생율은 0.5호/ /셀이고 고속데이터서

비스의 비율은 체 신규호의 30%로 고정하 고 단말

의 이동속도는 2~50km/h로 변화시켰다. 속도가 증가함

에 따라 많은 핸드오 호의 발생으로 셀룰러이동망 기

지국의 호차단율이 증가하며, 유형 1,2,3 모두 기존방식

에 비해 우수한 특성을 보여 다.    

Ⅴ. 결론

음성  속데이터서비스 주의 이동통신서비스

는 스마트폰 등 새로운 단말의 등장으로 속서비스와 

고속 데이터서비스 등이 혼재하는 새로운 환경으로 변

화되었다. 이에 따라 국 인 서비스 지역을 가지는 셀

룰러이동망의 서비스 지역 내에 hot-spot 형태의 WLAN

이 존재하는 계층구조의 셀 형태를 가지며, 이와 같은 환

경에서 끊김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계층 셀간의 

핸드오 가 필요하다. 고속데이터 주의 서비스 제공

을 기반으로 하는 WLAN과 많은 속서비스 주의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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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러이동망간의 핸드오 시는 셀간 처리용량의 비 칭

에 의한 문제가 발생한다. WLAN 역에서는 고속데이

터서비스의 이용율이 높으며, 이들 사용자가 셀룰러이

동망으로 이동시 셀룰러이동망의 기지국은 순간 으로 

많은 무선 자원이 필요로 하며 기지국 체의 QoS 하

를 야기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가입자별 서

비스타입에 따른 핸드오  처리 유형을 가지는 서비스 

로 일을 작성하고, WLAN WiFi 존에서 셀룰러이동

망 기지국으로 고속서비스호의 핸드오  발생시 서비

스 로 일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핸드오 를 수행

하는 방식을 제안하 다. 성능분석결과 제안된 방식은 

호발생율, 고속데이터서비스 비율, 단말이동속도 변화 

등 다양한 조건에서 셀룰러이동망 기지국의 호차단율

이 하게 개선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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