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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동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서비스 연속성이 패킷 손실과 전송 지연에 영향 받기 때문에 효율적인 핸드오버 제어

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TE-A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QoS를 보장하기 위한 핸드

오버 수락 제어 방법을 제안한다. 이동 단말기 및 기지국의 상태 정보 변화에 따라 수락제어를 동적으로 제어하기 위

하여 4 종류의 ISHO를 지원하기 위한 각 모듈간의 연계 순서도를 기술하고, ISHO 시나리오가 고려된다. 시뮬레이션

을 통하여 전송 지연과 패킷 손실률을 평가한다.

ABSTRACT

As the service continuity of mobile multimedia service is affected by packet loss and delay, the efficient handover 
control is essentially required. This paper proposes a handover admission control scheme to satisfy service continuity 
of mobile multimedia services in LTE-Advanced System. In this method, based on context information of mobile 
terminal and base station changes, the sequence diagrams between the function modules for controlling new sessions 
and ISHO sessions are proposed. Simulation is done for performance analysis with the measure of transmission delay 
and packet loss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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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다양한 유/무선 통신 시스템들이 IP 백본 망에 연결

되어 있는 융합 망 구조에서 통합 단말기의 이동으로 

인한 핸드오버뿐만 아니라 수행중인 서비스의 협약된 

서비스 품질 (QoS)의 저하가 일정시간 계속될 때, 융합 

망 내부의 이질 접속 망에 관계없이 매끄럽게 핸드오버

를 하여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융합 

망의 서비스 성공 여부는 QoS의 지원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3GPP의 LTE-Advanced (Long 
Term Evolution-Advanced)는 무선 환경에서도 유선과 

유사한 수준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지 상태에서 1 Gbps, 고속 이동 시에 100 
Mbps 이상의 전송률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러한 대용

량 데이터의 가변적 전송에 적합한 무선자원 공유 방식

으로서 OFDMA (Orthogonal Frequency Dvision 
Multiple Access)를 채택하였다. OFDMA는 각 사용자

에게 요구하는 전송속도에 따라 부채널(subchannel)의 

개수를 다르게 할당함으로서 자원 분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주파수마다 채널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부채널의 신호 대 잡음비(Signal to Noise Ratio; 이하 

SNR)에 따라 서로 다른 변조방식을 사용하여 채널 용

량을 최적화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데이터 전송률

이나 채널 환경에 따라 각각의 사용자에게 대용량의 데

이터를 부반송파로 분할 전송하거나 할당된 부반송파

를 증감시킴으로서 이동 멀티미디어 서비스(mobile 
multimedia service; 이하 MMS)를 요구하는 사용자에

게 서로 다른 서비스의 질(Quality of Service; QoS)를 

제공할 수 있다[1, 2]. 
특히 기존의 3G 셀룰러 환경에서는 수분에 한번 씩 

핸드오버가 일어난다. 이와 달리 주파수 사용의 효율성

을 위해 셀 반경이 더욱 작아지는 B3G에서는 핸드오버

의 수가 증가하고 핸드오프 간 시간 간격이 줄어들며 

이동 단말기(Mobile Terminal; 이하 MT)의 이동 속도

에 따라 수십 초, 수초에 한번 씩 핸드오프를 일으킨다

[3, 4]. 즉, 핸드오버 처리 시간 (Handover processing 
time)이 더 작아진다. 이에 따라, 이전 기지국과 신호 감

쇠 때문에 통신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핸드오버를 완료

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하게 되고 핸드오버가 실패할 수

도 있다. 부연 설명하면, 이동 통신망의 최근 진보로 인

한 셀 반경의 축소로 마이크로-셀(micro-cell)에서 피코-

셀 환경으로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의 하드 핸드오

버 방식으로 처리 시, 작은 피코 셀 환경에서 MT가 고

속으로 이동할 때, 핸드오버 지연 (Handover delay)에 

의하여 연결 서비스가 절단되는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것이다[5-7].
시스템 간 핸드오버(Inter-System Handover; ISHO)

는, 현 망의 서비스 지역 외부로 사용자의 이동 시, 사용

자 미연결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주로 

연구되어왔다. 그러나, 계약된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QoS 수준이 계속적으로 저하될 경우, 사용자는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접속망으로 핸드오버

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서로 다른 접속망에서

는 시스템간 핸드오버 시 예측 가능한 QoS 보장하고 다

양한 QoS 클래스를 수용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망 관리자의 이동망 운영 정책(Policy)에 근거하여, 
망의 변동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서 시스템 간 

핸드오버 시에 QoS를 보장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Ⅱ. 시스템의 정책기반 구조

본 연구에서는 정책 제어 매커니즘을 기반으로 하여 

신규 및 ISHO 서비스의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RM-PR
은 정책 정보를 저장하고 입출력하는 디렉토리 서비스 

저장 장치이고, RM-PDP는 실제 정책을 결정하고 각각

의 하위 기지국에 결정된 정책을 전달하는 장치이다. 
RM-PEP(RM-Policy Enforcement Point; 이하 RM-PEP)
는 실제 자원 관리가 발생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실

제 정책 실행점이 되며 정책 서버가 실제 각 이종망의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각 정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이종망 각각의 기지국에 대하여 서비스 

제어(service control), QoS 제어(QoS control), 핸드오버 

제어 등을 망 상황에 따라 동적으로 제어하게 된다. 정
책서버와 하위 기지국과의 통신은 COPS를 사용한다. 
RM-PDP는 복잡한 정책 변환과 해석을 통해 정책 결정

을 수행하고 RM-PEP는 RM-PDP가 보내준 정책 결정

에 따라 그에 맞는 자원 관리를 수행한다[8, 9]. RM-PEP
와 RM-PDP 간에 정책을 교환하기 위하여 COPS를 사

용하며, COPS는 이종망과 가입자 가입조건의 변화에 

따라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 적용된다. 이벤트가 발생하

면 RM-PDP는 정책을 결정한 후에 정책 적용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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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PEP(여기서는 기지국)의 COPS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 제어, QoS 제어, 핸드오버 제어 등을 요청한다.
정책 제어를 기반으로 신규 요구 수락 여부 및 핸드

오버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서비스 수락 관리자(Service 
Admission Manager; 이하 SAM)가 필요하다. SAM은 

신규 요구 관리자(New Request Manager; 이하 NRM)
와 ISHO 요구 관리자(ISHO Request Manager; 이하 

IRM)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SAM의 기능이 

표 1에 보인다.

표 1. SAM의 기능

Table. 1 Function of SAM

구성 역할

신규 요구 관리자

(NRM) - 신규 요구의 수락 및 종료

ISHO 요구 관리자

(IRM)

- MT의 이동 시 수락

- QoS 감소 시 수락

- 셀의 사용자가 과도하게 증가 시 수락

- QoS의 증가를 요구할 경우 수락

Ⅲ. 핸드오버를 위한 수락 제어 방법

3.1. 신규 연결을 위한 수락 제어

NRM은 신규 서비스의 수락 및 종료 기능을 수행하

는 SAM의 하위 모듈이다. RM-PDP는 RM-PEP로부터 

COPS REQ 메시지를 수신하면 NRM Monitor는 신규 

요구의 수락을 시도한다. 

그림 1. 신규 요구 수락 절차

Fig. 1 New request admission procedure

NRM Monitor는 신규 요구의 분석을 수행하고 분석 

결과를 NRM Ruler에게 전송한다. NRM Ruler는 분석 

결과를 조건으로 하여, 서비스 요구에 대응하는 정책 

규칙을 결정하고 이를 신규 요구 관리자에게 전송한다. 
NRM은 정책 규칙 그리고 관련 셀 정보 및 사용자 정보

에 근거하여 현재 융합 망에서 요청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다. 만일 요청 서비스에 대한 

QoS가 보장될 경우 RM-PEP에 해당 서비스 요청에 대

한 QoS 승인을 알린다. 서비스 수락에 대한 지시를 받

은 RM-PEP는 서비스 수락을 수행한다. 그림 1에 서비

스 수락 절차를 보인다.

3.2. ISHO를 위한 수락 제어

IRM은 하위 접속 망의 상태 및 MT의 상태를 주기적

으로 조사하는 IRM Monitor로부터의 제어 정보에 근거

하여 ISHO 수행 여부를 결정한다. 융합망 상에서 발생

하는 ISHO는 이동을 통한 핸드오버뿐만 아니라 셀 내에

서 서비스 중에 QoS가 저하될 경우 혹은 특정 접속 망의 

부하가 가중할 경우 다른 망으로의 부하 분산을 위하여, 
또한 더 나은 QoS로의 요구가 발생할 경우 ISHO를 수행

한다. 융합 망에서 고려해야할 ISHO를 분류하면 표 2와 

같다. 각기 다른 특성을 갖는 ISHO의 수용 여부를 결정

하기 위하여 IRM는 4 개의 하위 기능을 갖는다.

표 2. IRM의 하위 모듈

Table. 2 Sub-module of IRM

모듈 명 발생 조건 필요 사항

IRM-MO MT의 이동으로 
인한 ISHO

- 재협상 필요
- 동일 QoS 유지 필요
- RM-PEP request
- RM-PDP trigger

IRM-QD
QoS 감소에 의한 

ISHO
- 동일 QoS 유지 필요
- RM-PDP/PEP request
- RM-PEP/PDP trigger

IRM-LB
셀 내 부하의 
과도한 증가에 
의한 ISHO

- 지연/손실 제거 필요
 -동일 QoS 유지필요
- RM-PDP request
- RM-PEP trigger

IRM-QU QoS 증가 요구에 
의한 ISHO

- 재협상 필요
- RM-PEP request
- RM-PDP trigger

IRM의 판단에 의하여, 해당 MT의 ISHO가 필요할 

경우 ISHO를 시도한다. 만일 IRM에서 다수의 셀이 후

보로 선정된다면, ISHO 할 최적의 셀을 선정한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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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는 MT의 이동으로 인한 ISHO의 수락 절차를 보인다.

그림 2. MT의 이동으로 인한 ISHO
Fig. 2 MT's movement based ISHO

그림 3, 그림 4, 그림 5는 각각 QoS 감소로 인한 ISHO
의 수락 절차, 셀 내 부하의 과도한 증가로 인한 ISHO의 

수락 절차, 그리고 QoS 증가 요구로 인한 ISHO의 수락 

절차를 보인다.

그림 3. QoS 저하로 인한 ISHO
Fig. 3 QoS degradation based ISHO

IRM Monitor의 협약된 QoS 파라미터의 분석을 통

하여 RM-PDP에서 RM-PEP로 QoS 감소로 인한 ISHO
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MT와 BS간의 서비스 유지 

방안을 시행 했음에도 QoS 저하가 연속하여 발생할 경

우 RM-PEP에서 RM-PDP로 ISHO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림 4. 부하의 증가로 인한 ISHO
Fig. 4 Load increment based ISHO

그림 5. QoS 증가를 위한 ISHO
Fig. 5 ISHO for QoS guarantees

Ⅳ. 시뮬레이션 및 분석

그림 6은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를 위한 내부 구조를 보

인다[10]. 평가 시스템은 4개의 계층 셀로 구성되며, 각 

셀에 대해 자원 관리자(RM, resource manager)는 단말기

의 서비스 제어에 관여한다. 접속 망간에 발생하는 ISHO
를 위하여 4 개의 접속 망이 중첩된다고 가정하며, MT는 

중첩 구조의 망 지역에서 SLA에 의하여 협약한 서비스 

수준을 지정 망을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융합 망

에서 ISHO를 통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변경에 대한 S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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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가 제공된다. RM-DB는 각 융합 망의 자원 및 부하 

등의 상태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며, 메시지 큐 및 소켓은 

상태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프리미티브에 의해 사용된

다. 각 모니터는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수집한 상황 정보

를 바탕으로 현재 MT와 망의 상태를 분석함으로서 이를 

근거로 한 QoS 및 자원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시뮬레이

션을 위한 성능 파라미터는 아래와 같다.

∙ 목적 시스템은 WiFi, WiBro, IMTS, LTE 등이다

∙ 시스템에 대한 유저 선호도는 MT의 서비스 생성 시

에 랜덤하게 결정된다.
∙ 서비스 비용은 WiFi >WiBro >LTE >UMTS이다.
∙ MT의 속도는 MT의 서비스 생성 시에 결정된다.
∙ 평균 지연은 셀 내에서 각 MT의 서비스 수행 중에 

발생하는 전송 지연의 평균으로 결정된다.
∙ 패킷 손실은 셀 내에서 각 MT의 서비스 수행 중에 

발생하는 손실된 패킷의 양으로 결정된다.

그림 6.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Fig. 6 Simulation Scenario

그림 7은 제안된 방안을 적용한 융합 망과 이종 망에 

해당하는 단일 망에서의 평균 지연을 비교한 결과이다. 
핸드오프 시, 융합 망을 각각의 이종 망 시스템과 비교

하여 어느 정도의 성능 향상 여부가 평가 대상이므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수용하지 못하는 시스템은 패킷 

손실률의 평가에서 제외함으로서 평가의 정확성을 기

했다.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수가 증가할수록, 제안된 

구조를 적용한 융합 망 시스템은 전송 지연이 현저한 

향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접속 망에서 서비스의 

QoS 저하가 발생할 경우에 QoS를 수용할 수 있는 망으

로 ISHO가 수행되기 때문이다. 이는 모니터링 기능을 

통하여 현재의 서비스 스트림에게 가장 적합한 이종 시

스템으로 서비스를 절체함으로서, 서비스 연속성을 최

대한 보장할 수 있다. 

그림 7. 평균 전송 지연의 비교

Fig. 7 Comparison of transmission delay

그림 8은 평균 패킷 손실률을 보인다. 융합 망 내에서

의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ISHO 시, QoS 관리를 수행함

으로서 각각의 접속 망에 해당하는 3 셀과 비교하여 현

저한 성능 향상을 보인다. 이는 QoS 저하, 부하의 증가, 
QoS 향상 등의 요구에 근거하여 ISHO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서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QoS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다. 제안된 각각의 개별 시스템에 비하

여 약 35% 이상의 성능 향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8. 패킷 손실률의 비교

Fig. 8 Comparison of packet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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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망 관리자의 이동망 운영 정책에 근거

하여, 망의 변동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서 시스

템 간 핸드오버 시에 QoS를 보장하는 방법을 제안하였

다. 본 연구를 통하여 MT 및 융합 망의 상태 등에 따라 

ISHO를 수행함으로서, 사용자 및 운영자가 원하는 최

적의 목표 품질 보장을 신뢰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
안된 방법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

고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전송지연 및 패킷 손실률 측면

에서 성능의 향상을 확인하였다. 향후 본 논문에서 제

안된 ISHO 방법을 고도화하기 위한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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