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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ddresses the call admission control(CAC) problem for OFDMA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s in which both subcarriers and power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as the system resources. To 
lessen the exccessive allocation of radio resources for protecting handoff calls, the proposed CAC allows the 
less data rate than their requirements to handoff calls. The CAC problem is formulated as a semi-Markov 
decision process(SMDP) with constraints on the blocking probabilities of handoff calls. Some extensive 
experiments are conducted to show the usefulness of the proposed CAC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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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주파수 사용효율을 높여 광대역 무선서비스를 제공하는 OFDMA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access)기술은 차세대 무

선시스템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OFDMA에서

는 주어진 주파수대역을 상호직교성이 유지하면서 보다 좁은 

대역폭의 부반송파(subcarrier)로 나누고, 무선전파(radio propaga-

tion)환경과 서비스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반송파 또는 

이들의 묶음을 사용자에게 할당한다(Liu and Li, 2005). OFDMA 

시스템에서 각 기지국(base station)이 가용할 수 있는 부반송파

의 수 및 전력(power)의 양은 인접 기지국들에 할당된 부반송파

간 주파수간섭(frequency interference)과 트래픽밀도(traffic inten-

sity) 등이 고려되어 결정된다. 이렇게 무선자원으로서 부반송

파 및 전력 모두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OFDMA 시스템

은 주파수자원(carrier)만이 고려되는 FDMA(TDMA) 그리고 전

력만이 무선자원으로 여겨지는 CDMA 시스템과 구분된다.

그동안 OFDMA 시스템의 무선자원(부반송파, 전력)에 관련

된 연구의 대부분은 시스템에서 무선자원을 요청하는 사용자

(또는 호)의 수가 확정적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시스템자원의 

사용효율 최대화을 위한 최적화 모형과 그에 대한 해법 등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었다(Bohge, 2007; Mohanram and Bhashyam, 

2005; Song and Li, 2005; Wong et al., 1999; Zhang, 2008). 최근 들

어서 트래픽 엔지니어링 또는 호접속제어(CAC, call admission 

control) 등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OFDMA 기반 무선시스템의 확

률적 트래픽모형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Chen 

and Chen, 2006; Paik, 2011; Paik and Suh, 2011). Paik and Suh(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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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OFDMA 시스템의 무선자원인 부반송파와 전력자원 모

두가 고려된 확률적 트래픽 모형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소위 채널이득(channel gain) 패턴이라는 개념을 도

입해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값을 갖는 채널이득 및 소요 전력

량을 이산화하여 OFDMA 기반 시스템의 트래픽행태를 정확해

(exact solution)가 존재하는 복수종류-복수자원 손실(multi-class 

muli-resource loss) 모형으로 정립하였다. 한편 Paik(2011)에서는 

핸드오프호(handoff calls)의 보호방안이 모형에 반영되도록 기

존 연구 Paik and Suh(2011)에서 제시된 확률적 트래픽모형을 일

반화하였다. 

통신시스템의 성능요건이 충족되도록 무선자원을 경쟁적

으로 요구하는 서비스 사용자들에게 자원할당을 통제하는 것

을 호접속제어(CAC)라고 한다. 무선자원의 희귀성으로 인해 

무선시스템의 CAC는 시스템 성능 및 서비스 품질에 매우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한다. OFDMA 기반 셀(또는 기지국)에 도착하

는 호접속시도(call attempts) 각각에 대해 호접속 여부를 결정하

는데, CAC에 의해 접속거절이 되는 경우에 봉쇄(blocking)가 발

생한다. 접속시도를 요구하는 호는 특정 셀에서 새로이 통화

를 시작하는 신규호(new call)와 인접셀에서 이미 접속 상태에 

있던 호가 셀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핸드오프호(handoff call)

로 구분된다. 핸드오프호는 신규호와는 달리 통화중인 호이기 

때문에 신규호에 비해 호접속에 우선순위(priority)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Hong and Rappaport, 1986). 

OFDMA 기반 시스템에서 핸드오프호를 고려하는 CAC에 대

한 연구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Hong et al.(2006)과 Mohanram 

and Bhashyam(2005)에서는 핸드오프호를 위해 부반송파만을 

예약(reservation)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Ming-ju et al.(2007)에

서는 OFDMA 시스템에서의 핸드오프호 처리에 대한 절차를 

논의하였으며, Paik(2008)은 부반송파와 전력할당에 신규호와 

핸드오프호를 차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들 연구 

모두는 트래픽의 동태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시스템내 

호의 수가 확정적으로 주어진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확률적 

트래픽 모형에 기반한 CAC는 Paik(2011)에서 처음으로 제시되

었다. 이 연구에서는 가상자원(virtual resource)을 도입하여 확률

적 트래픽 모형이 확정적해를 유지하면서 무선자원의 일정 부

분이 핸드오프호만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을 제안

하였다. 하지만 핸드오프호의 주어진 GoS(Grade of Service)수준

을 만족시키면서 시스템 성능을 최적화하는 가상자원의 규모

를 결정하는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위 연구에서 언급

된 바와 같이, 동일한 전송속도를 위해 요구되는 전력양이 셀 

경계지역에서 발생하는 핸드오프호의 경우가 신규호에 비해 

크기 때문에 가상자원을 통한 핸드오프호의 보호는 무선자원

을 과도하게 핸드오프호에게 할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신규호의 봉쇄 가능성을 급격히 높여 시스템 전체 성능

을 악화시키는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Paik and Suh(2011)에서 제시된 채널이득 및 전

력자원을 이산화하는 확률적 트래픽모형을 토대로, 시스템성

능을 최적화하면서 핸드오프호의 GoS 요구수준을 만족시키는 

SMDP(Semi-Markovian Decision Process)기반 CAC 최적화모형을 

제시한다. SMDP는 동태적 특성을 가진 다양한 정보통신시스

템의 최적통제(optimal control)를 위해 유용한 접근법으로 알려

져 있다(Rong et al., 2008; Singh et al., 2002). 본 연구에서 제시되

는 CAC에서는 신규호 및 핸드오프로의 접속제어와 더불어 핸

드오프호의 요구전송량 제어를 통해 신규호와 핸드오프호의 

무선자원 점유의 형평성(fairness)를 제공하면서도 시스템성능

을 최적화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 2장에

서는 트래픽 모형 및 호접속제어에 대해 소개한다. 다음 장에

서는 SDMP 기반 최적 CAC 모형을 제시한다. 제 4장에서는 시

스템 및 트래픽 환경에 대한 다양한 입력자료를 대상으로 제

시된 최적화모형의 실험결과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서는 본 연구의 의의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2. 트래픽 모형과 호접속제어(CAC)

OFDMA 기반 셀룰러시스템에서 특정 셀의 하향링크(downlink)

만을 대상으로 한다. 셀에는 개의 부반송파가 그리고 전력

은 (watt)가 가용 무선자원으로 할당되어 있다. 셀에 도착하

는(또는 호접속을 요구하는) 호의 종류는 신규호와 핸드오프

호로 구분되고, 이들 각각은 요구전송속도에 따라 협대역(nar-

row band)과 광대역(wide band)로 다시 나누어져 호의 종류는 총 

4가지가 된다. 각 부반송파의 평균 전송속도는 (bps)로 일정

하고(Chen and Chen, 2006; Paik and Suh, 2011), 협대역 및 광대역 

트래픽의 요구전송속도는 각각   그리고 이라고 가정

한다( ≤ ). 즉, 협대역(광대역) 트래픽의 요구전송속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개의 부반송파가 할당되어야 한다. 

신규호에 할당되는 부반송파에서 전송속도 을 위한 전력수

준은  그리고 핸드오프호의 경우는 이다. 예를 들어, 광대

역 핸드오프호 접속을 위해서는 개의 부반송파와 이들 반송

파 각각에 만큼의 전력할당이 필요하여 총 만큼의 전

력할당이 필요하다. 부반송파와 호의 무선전파환경과 변조방

식으로 결정되는 요구전력 수준은 일반적으로 정수값을 가지

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 연구(Paik, 2011; Paik and Suh, 2011)에서 

제시되었듯이, 정수값으로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과   모두 정수값이라고 가정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 이 성립되는데, 셀경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핸드오프

호가 특정 전송속도을 위해 요구하는 전력량은 신규호에 비해 

큰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협대역 신규호, 광대역 신규호, 협대역 핸드오프호, 광대역 

핸드오프호 각각을 편의상 호 종류 1, 2, 3, 4로 표기한다. 호 종

류 (= 1, 2, 3, 4)는 도착률이 인 상호 독립적인 포아손과정

(Possion process)에 따라 셀에 도착하고, 호 종류에 관계없이 통

화중에 셀에 머무는 시간(sojourn time)은 평균이 (초)인 지

수분포(exponential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하자. 각 호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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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시에는 요구하는 부반송파 수만큼 그리고 각 부반송파에 

요구되는 전력이 동시에 할당되며, 통화완료 시에 할당된 무

선자원은 동시에 해제(release)된다. 이상의 가정하에서 시스템

의 트래픽행태는 Paik and Suh(2011)에서 제시된 복수종류-복수

자원 손실모형의 단순화된 형태가 되어 각 호 종류의 봉쇄확

률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핸드오프호의 전송속

도 감소가 허용되는 트래픽 모형은 더 이상 복수종류-복수자

원 손실모형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상태에 따른 신규호와 핸드오프호에 

대한 호접속 여부와 더불어 핸드오프호의 요구전송량 감소를 

통해 신규호 및 핸드오프호의 봉쇄확률을 향상시키고 신규호

와 핸드오프호간 무선자원 점유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은 가정을 도입한다(<Figure 1>).

 

•핸드오프호의 도착 

∘협대역(광대역) 핸드오프호는 시스템에 요구반송파 수인 

(광대역의 경우 )개의 부반송파 할당을 요구한다. 

∘이것이 CAC에 의해 거절되면,  (광대역의 경우 
)개의 부반송파를 요구한다(전송속도 감소). 

∘만약 이것마저도 CAC가 거절하면, 해당 핸드오프호는 봉

쇄되고 그렇지 않으면 → (광대역의 경우 

→ )로의 전송속도 감소를 감수하고 호접속

을 수행한다. 전송속도(할당된 부반송파의 수)가 감소되

면 할당되는 전력 양 역시 감소한다. 

•신규호의 도착

∘협대역(광대역) 신규호는 원 전송속도를 위해 필요한 수

만큼의 부반송파 할당을 요구한다.

∘이것이 CAC에 의해 거절되면, 전송속도 감소 없이 해당 

신규호는 봉쇄된다. 그렇지 않으면 요구된 부반송파를 할

당한다.

Figure 1. Summary for the Proposed Call Admission Control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제시된 CAC는 셀 경계지역에 발생

하여 동일한 전송속도(엄격히 말하면 변조수준)를 위해 요구

되는 전력의 양이 신규호에 비해 큰 핸드오프호에게 자신의 

전송속도 수준의 희생을 통해 호접속 성공기회를 높여준다. 

제시된 CAC는 단위 전송속도당 필요 전력이 많은 핸드오프호

와 신규호와의 무선자원 할당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되는 효과

가 있다.

위에서 제시된 트래픽 모형 및 CAC는 다음과 같이 일반화될 

수 있다. 먼저, 핸드오프호와 신규호로 구분된 트래픽 종류는 

Paik and Suh(2011)에서와 같이 셀내에서 호의 발생 위치에 따른 

전파환경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세분화될 수 있다. 또한 협대

역과 광대역 등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요구 전송속도 또한 

다양한 전송속도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한 개의 부반송파로 

제한된 핸드오프호의 전송속도 감소 수준 역시 다양한 전송속

도 감소로 일반화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화는 시스템 

상태공간(state space)과 아래에서 소개되는 SDMP의 행동공간

(action space)의 확대를 초래하여 문제의 규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3. SMDP 기반 최적 호접속제어 모형

SMDP는 소위 균등화(uniformization)라는 절차를 통해 연속시간 

마아코비안 확률시스템(continuos time Makovian system)을 동등

한(equivalent)한 확률적 행태를 가진 이산시간 평균비용 마아코

비안 의사결정과정(discrete time average cost Markovian decision 

process)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해법으로는 정책반복(policy 

iteration), 가치반복(value iteration)과 LP(linear programming) 등이 

있다(Heyman and Sobel, 1984; Tijms, 1986). 본 연구에서는 호 종

류별로 봉쇄확률에 대한 제약(GOS)을 모형에 반영할 수 있는 

LP방법을 대상으로 한다. 

SMDP의 상태변수 는 시스템에 접속 중인 (즉, 통화 중인) 

호 종류 의 수라고 하자(   ⋯ ). 위에서 언급했듯이, 호 

종류 3과 4 각각은 협대역 및 광대역 핸드오프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 요구전송속도에 필요한 무선자원이 할당된 핸드오

프호의 수를 의미한다. CAC에 의해 전송속도가 감소되어 호접

속이 허락된 협대역 및 광대역 핸드오프호의 수를 각각   그

리고 라고 하자. 그러면, 앞서 제시된 트래픽 모형하의 셀시

스템 행태에 대한 상태변수        는 다음

과 같은 상태공간(state space) 를 가진다. 

 









   





  ≤  




 ≤ 

 ≥    ⋯ 










            (1)

여기서,                  , 

              

호(신규호 또는 핸드오프호)의 호접속 요구가 도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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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중인 호의 통화완료가 발생하면 시스템의 상태는 변하게 

된다. 본 연구의 CAC에서는 새로운 호접속시도의 도착시점을 

CAC의 의사결정시점(decision epoch)으로 설정하고, 매 의사결

정시점마다 다음 의사결정시점에서 호접속제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행동(action)을 결정한다. 의사결정시점의 행동 

  ⋯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만약호종류 의호접속을수락하면 그렇지않으면         (2)

                ⋯  

그런데, 본 연구에서 제시된 CAC에서 핸드오프호의 전송속

도 감소는 원 전송속도 요구가 거절된 핸드오프호에 한하여 

이루어지므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만약   
또는 만약    ,                              (3)

그러면 가능한 행동들의 집합인 행동공간(action space)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또는    ⋯   (4)

                   단조건 만족

시스템의 상태가 일 때 실행가능한 행동(admissible action)

들의 집합을 라고 표시하면, 는 시스템 상태가 일 때 상

태공간 에 속하지 않은 상태로의 전이(transition)가 일어나지 

않는 행동들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 만약 ∉                                 (5)

                    만약         ≠     

시스템 상태가        일 때, 행동    

  이 허용되면, 상태       에서 시스템이 

영원히 머물게 될 가능성을 식 (5)에서 배제하고 있음에 유의

한다. 이렇게 시스템 상태 와 이 때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의 집

합 가 결정되면, 본 연구의 CAC가 반영된 트래픽 모형의 안

정상태(steady state) 행태는 다음과 같이 확장된 상태공간 를 

갖는 SMDP로 표현될 수 있다. 

    ∈ ∈       (6) 

현재 상태가 ∈이고 하나의 행동 ∈가 선택되어질 떄, 

새로운 상태로 전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현재의 상태 에서 

머무는 기대시간(expected sojourn time)을  라고 표시하자. 

 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7)

모든  ∈에 대해    이 만족되며, 현재 시스템 

상태가 ∈이고 행동 ∈가 선택되어질 떄, 상태 ∈
로의 전이가 이루어질 확률 는 다음과 같다. 

 










  만약         
  만약        
  만약      ⋯ 
 그렇지않으면

 

(8)

 를 시스템의 상태가 ∈일 때 행동 ∈가 선택되

어진 의사결정시점의 장기비율(long-run fraction)이라고 하자. 

그러면, 협대역 및 광대역 핸드오프호의 봉쇄확률 과 

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 ∈

  (9)

 
∈ ∈

  (10)

또한 협대역 및 광대역 신규호의 봉쇄확률 과 

은 각각 다음과 같다.

 


∈ ∈

         (11)

 
∈ ∈

         (12)

그리고 무선자원 부반송파와 전력자원의 사용효율(utilization) 

와 는 

 


∈ ∈

 

     (13) 

 


∈ ∈

 

      (14)

여기서,    ⋯    ⋯  . 

위에서 정의된 SMDP에 대해 무선자원간의 가중평균(weigh-

ted average) 사용효율을 최대화시키는 최적정책(optimal policy)

(즉, 의사결정변수( ∈ ∈ )의 최적해)를 결정하

는 선형계획(LP)문제는 아래와 같이 모형화 된다.

Max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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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 ∈

    (16)


∈

 
 
∈ ∈

 

 
 ∈ (17)

≤  (18)

≤  (19)

 ≥  ∈ ∈  (20)

첫 번째 제약식 (16)은 확장된 상태공간 에 포함된 상태들

의 안정상태 확률의 합은 1이 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그리고 제

약식 (17)은 균형 방정식(balance equation)을 나타낸다. 제약식 

(18)과 식 (19)는 각각 협대역 및 광대역 핸드오프호의 봉쇄확

률(GOS)에 대한 제약식이다. 주어진 최적화 문제는 의사결정

변수의 수가     ⋅  그리고 비음수조건식 (20)을 제외

한 제약식의 수가  개인 LP 모형이 된다. 

위 LP 모형 중, 제약식 (18)과 식 (19)를 확률적 제약식(probabi-

listic constraints)이라고 부르는데, 이 같은 제약식이 포함되지 

않은 LP 모형의 최적해(
  ( ∈ ∈ ))로부터 도출되

는 최적 CAC 정책은 다음과 같이 확정적 CAC 정책(deterministic 

CAC policy) 형태를 가지게 된다(Tijms, 1986). 상태 에서 최적 

CAC 정책  는 만약 
∈

   이면, 

   을 만

족하는 행동 중에서 임의의 행동 ∈를 선택한다. 만약 


∈

   이면, 


 이고 

∈

  인 행동 

∈를 선택한다. 이 같은 방법에 의해 결정된   

∈가 최적 CAC 정책이 된다. 

한편, 제약식 (18)~(19)와 같은 확률적 제약식이 포함되는 경

우에는 아래와 같이 확률적 CAC 정책(randomized CAC policy)을 

얻을 수 있다(Tijms, 1986). 

  










∈

 


 

 만약 
∈

    ∈

임의로결정그렇지않으면
    (21)

4. 실험

본 연구에서 제시된 SMDP 기반 최적 CAC 모형의 실행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도입하였다. 신규호 및 핸드

오프호의 협대역과 광대역 트래픽은 각각은 2개 그리고 5개의 

부반송파를 요구한다. 즉,       그리고 신규호에 할당

되는 부반송파의 평균적인 전력수준()은 5(watt)이고 핸드오

프에 할당되는 부반송파의 전력수준( )은 8이라고 가정한다. 

셀 전체의 호(신규호 및 핸드오프호) 도착율 에서 핸드오

프호가 차지하는 비율을 로 표시하면, 신규호와 핸드오프호

의 셀 도착율은 각각   그리고 이 된다. 또한 신규호

(또는 핸드오프호)의 도착율은 다시 협대역 및 광대역 트래픽

으로 1/2씩 나누어진다고 가정한다. 호의 평균 통화시간()

은 호종류와 관계없이 150초로 설정한다. 한편, 셀 시스템의 트

래픽밀도(traffic intensity)는 편의상 로 설정하였

는데, 여기서   은 3.17로 본 모형에서 고려되는 모든 트래픽 

종류들의 평균 부반송파 요구 수를 나타낸다. 아래에 주어진 

모든 실험은 CPLEX를 통해 구했으며 이 때 부반송파에 대한 

사용효율 가중값( )은 0.5로 그리고 핸드오프호의 비율 은 

0.1로 설정하였다. 

 Table 1. Example of optimal CAC ( ,   ,  , 

  )

        
        

활동공간의 
수(  )

(0, 0, 0, 0, 0, 0) (1, 1, 1, 0, 0, 0) 11

(0, 0, 0, 0, 1, 0) (1, 0, 0, 0, 1, 0) 6

(0, 0, 0, 0, 2, 0) (1, 0, 0, 0, 0, 0) 4

(0, 0, 0, 0, 3, 0) (0, 0, 0, 0, 0, 0) 1

(0, 0, 1, 0, 0, 0) (1, 0, 0, 0, 1, 0) 4

(0, 0, 1, 0, 1, 0) (0, 0, 0, 0, 0, 0) 1

(0, 1, 0, 0, 0, 0) (0, 0, 0, 0, 0, 0) 1

(1, 0, 0, 0, 0, 0) (1, 0, 1, 0, 0, 0) 6

(1, 0, 0, 0, 1, 0) (1, 0, 0, 0, 1, 0) 4

(1, 0, 0, 0, 2, 0) (0, 0, 0, 0, 0, 0) 1

(1, 0, 1, 0, 0, 0) (0, 0, 0, 0, 0, 0) 1

(2, 0, 0, 0, 0, 0) (1, 0, 0, 0, 1, 0) 4

(2, 0, 0, 0, 1, 0) (0, 0, 0, 0, 0, 0) 1

(3, 0, 0, 0, 0, 0) (0, 0, 0, 0, 0, 0) 1

<Table 1>은 시스템 상태공간의 규모( )가 작은 모형을 

대상으로 SMDP 기반 LP 최적화모형의 실행결과에 따른 최적 

CAC에 대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 예에서는 무선자원의 제

한으로 광대역 핸드오프호에 대한 상태변수( )가 모두 0

임에 유의한다. <Table 1>의 결과는   으로 설정한 

것으로 (즉, 식 (18)과 식 (19)가 중복(redundant) 제약식이 되어) 

최적정책  는 확정적인 형태를 가지게 된다. <Figure 2>~ 

<Figure 4>에 주어진 실험결과 역시   로 설정하고 

핸드오프호의 전송속도 감소를 허용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Figure 2>에서는 트래픽밀도의 변화에 따른 4가지 호 종류의 

봉쇄확률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듯이, 요구 무선자원이 큰 

광대역 트래픽의 봉쇄확률이 협대역의 봉쇄확률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모든 트래픽밀도에 대해 광대역 핸드오프호

의 봉쇄확률( )이 광대역 신규호의 봉쇄확률( )

보다 큰 값을 가지는데, 이는 현재의 과 하에서는 광대

역 핸드오프에 요구되는 전력수준이 광대역 신규호에 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커 전송속도 감소로는 이러한 차이가 

상쇄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요구 부반송파의 수가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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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협대역의 경우는 핸드오프호의 전

송속도 감소가 할당에 필요한 전력수준의 감소를 가져와 신규

호의 봉쇄확률과 비교하여 근소하게나마 작은 값을 가진다. 

  Figure 2. Blocking probabilities of four types of calls versus traffic 

intensity(,   ,   ,   )

(a) Handoff calls

  (b) New calls

(c) The value of objective function

Figure 3. Comparisons between the case with transmission rate 

reduction and the case without(,   , 

  )

<Figure 3>은 핸드오프호의 전송속도 감소를 허용하는 경

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고 있다. <Figure 3>(a)와 <Fi-

gure 3>(b)는 핸드오프호와 신규호의 봉쇄확률 차이를 보여주

고 있는데, 전송속도 감소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의 봉쇄확률

에서 허용된 경우의 봉쇄확률을 차감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확인되듯이, 핸드오프호의 전송속도 감소를 허용함

으로써 핸드오프호의 봉쇄확률은 감소되고 신규호의 봉쇄확

률은 증가된다. 그런데 봉쇄확률의 차이는 광대역보다는 협대

역의 경우가 핸드오프호 및 신규호 모두 경우에서 크게 되는

데, 이는 하나의 부반송파에 대응되는 전송속도 감소의 효과

가 요구 부반송파의 절대적인 수가 큰 광대역보다는 작은 협

대역에서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Figure 3>(c)는 전송속도 감소를 허용하는 경우의 최적 목적

함수값 자체와 그리고 감소를 허용하는 경우의 목적함수 값에

서 그렇지 않은 경우의 최적 목적함수값을 차감한 값을 보여

준다. 실험에서 가정한 트래픽밀도 모두에서 전송속도 감소가 

허용된 경우의 최적 목적함수 값이 큰 값을 가지는데, 이는 핸

드오프호에 할당되는 부반송파의 수는 감소되지만 호접속의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무선자원의 사용효율이 높아지게 된 것

에 기인한다. 

(a) The number of subcarriers (  )

(b) The amount of power ()

   Figure 4. Blocking probabilities versus  and  ( , 

  )

<Figure 4>는 가용 무선자원의 수 변화에 따른 봉쇄확률의 

변화를 나타낸다. 먼저, 전력자원은 고정한 채 부반송파 자원의 

증가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는데, 일정 수준 이상의 부반송파 

자원이 증가는 오히려 봉쇄확률의 증가를 초래한다. 이는 Pa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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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에서 지적되었듯이, 두 종류의 무선자원(부반송파, 전력) 

중 사용밀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자원의 증가는 사용밀도가 큰 

자원의 사용밀도를 더욱 증가시키게 되는 것에 기인한다. 이 

사실은 호접속에 복수의 자원이 동시에 요구되는 OFDMA 시

스템에서 호 봉쇄확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복수 자원간의 

사용밀도를 가능한 한 균등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Figure 5>는 광대역 및 협대역 핸드오프호의 GoS 수준을 

0.02(  )로 설정하고, 트래픽 밀도 변화에 따른 최적 

목적함수값과 호 종류별 봉쇄확률를 보여준다. 트래픽 밀도가 

매우 낮은 경우에는 신규호의 봉쇄확률이 핸드오프호의 봉쇄

확률보다 작은 경우가 있으나, 트래픽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핸드오프호의 봉쇄확률을 GoS 수준으로 만족시키기 위해 신

규호의 봉쇄확률은 증가한다. 어떤 경우에도 광대역 호의 봉

쇄확률은 협대역 호의 그것 보다는 크다. <Figure 6>는 핸드오

프호의 GoS 수준 변화에 따른 호의 봉쇄확률을 보여준다. 그림

에서 보듯이 GoS 수준이 큰 경우에도 광대역 핸드오프호의 봉

쇄확률은 GoS 수준에 맞추어지는 반면 협대역 핸드오프호의 

경우에는 GoS 수준보다 작은 봉쇄확률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

만 일정 수준 이하의 GoS 수준에서는 협대역 핸드오프호의 봉

쇄확률 역시 GoS 수준과 같아진다. GoS 수준 증가에 따라 급속

히 증가하는 광대역 신규호의 봉쇄확률과는 다르게 협대역 신

규호의 봉쇄확률은 근소하게 나마 감소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Figure 5. Blocking Probabilities and Objective Function Values Versus 

Traffic Intensity(         )

  Figure 6. Blocking probabilities of handoff calls versus GoS(, 

  ,  ,   )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OFDMA 무선통신 시스템의 확률적 트래픽 모

형을 기반으로 최적 호접속제어를 위한 SDMP 기반 최적화 모

형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모형에는 OFDMA 시스템에 도착하

는 호접속을 위해 부반송파와 전력자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

는 특성과 호 봉쇄확률로 대변되는 GoS 수준에서 핸드오프호

와 신규호를 차별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핸드오

프호의 전송속도 감소를 허용함으로써, 동일한 데이터전송률 

제공을 위해 보다 많은 전력을 요구하는 핸드오프호에 무선자

원이 과도하게 할당되는 현상을 완화하였다. 핸드오프호의 

GoS를 요구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제약을 만족하고 무선자원

의 사용효율을 최대화하는 최적 호접속제어 모형의 유효성을 

보이기 위한 실험이 다양한 입력자료에 대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다. 핸드오프호의 전송속도 감소의 단계를 일반화하여 

광대역 호와 협대역 호의 감소수준을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전송속도 감소가 허용된 핸드오프호의 비율을 제어하는 

방안을 모형에 포함시키는 방식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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