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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동통신 가입자를 수용하고 초고속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서 무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호 제어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에서는 핸드오버 호 

요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핸드오버 지속시간(핸드오버 요구부터 기존 채

널 절단까지의 핸드오버 영역에 머무르는 시간)을 고려하여 핸드오버 영역을 먼저 벗어나는 순서를 예측하고 

이를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핸드오버 호를 먼저 처리한다. 제안된 방법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뮬레

이션을 수행하였으며, 가입자의 새로운 호의 발생 시간 간격과 호의 통화시간을 지수분포로 가정하고 지수분

포의 memoryless property 특성을 이용하였다. 수행 결과, 제안된 방법이 기존의 FIFO(First-In-First-Out) 

방법에 비하여 호의 블록킹 확률과 강제 종료 확률이 감소(평균 25.2%)됨을 알 수 있다.

키워드: 핸드오버(handover), 핸드오버 지속시간(handover duration time), 서비스품질(quality of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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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스마트폰을 포함하여 다양한 모빌리티 객체(자율주행차, 배송 

드론, AI 로봇, 마이크로 모빌리티 등)들이 새롭게 출현하면서 5G/6G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유무선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이동성 

관리[5] 및 핸드오버 처리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3].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동객체들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호처리에 비하여 

이전에 진행중인 핸드오버 호의 블록킹 확률을 낮추기 위한 효율적인 

알고리즘 제시에 주목적을 둔다[2,4]. 핸드오버 제어 방법은 크게 

핸드오버 호를 위한 예약채널 할당, 큐잉 기반 할당, 신호 전계강도를 

이용한 할당 방식으로 구분된다[1,2,4]. 본 논문에서는 핸드오버 지속

시간(핸드오버 요구부터 기존 채널 절단까지의 핸드오버 영역에 머무

르는 시간)을 이용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고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성능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II. Simulation Model

제안된 방법은 Fig. 1에서와 같이 이동객체(가입자)가 핸드오버 

영역을 먼저 벗어나는 순서를 고려하여 ②→①→③의 순서로 핸드오

버 호를 위한 채널을 할당하여 줌으로서 서비스품질을 개선한다.

Fig. 1. Handover Call Control

제안된 방법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Fig. 2와 같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가입자의 새로운 호의 발생 시간 간격, 새로운 

호의 통화시간과 핸드오버를 요구한 호의 통화시간은 모두 지수분포를 

가정한다. 지수분포의 memoryless property 특성[1]을 이용하여 

핸드오버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호의 경우, 이전 통화시간의 평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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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값을 이용하여 핸드오버 호의 통화시간을 난수를 이용하여 

발생한다.

Fig. 2. Simulation Model

III. Numerical Results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발생된 새로운 호가 통화가 완료되기 전에 

강제로 종료될 확률을 구하여 비교하면 Table 1과 같다. 제안된 

방법에서의 새로운 호의 블록킹 확률이 약간 증가하지만, 핸드오버 

호의 블록킹 확률이 감소되면서 호가 많이 발생할수록 성능이 우수함

(평균 25.2% 감소)을 알 수 있다.

New Call

(calls/sec)
0.5 1.0 1.3 1.5 2.0

FIFO 0.00173 0.00617 0.00691 0.00712 0.00753

Proposed 0.00141 0.00454 0.00479 0.00490 0.00511

Table 1. Forced-Terminating Call Blocking Probability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예약 채널 방식을 기반으로 하면서 이동국의 셀 

내 위치와 이동 방향 정보를 이용하여 핸드오버 영역에서의 핸드오버 

지속시간이 짧은 호에 우선적으로 채널을 할당함으로서 핸드오버 

호의 QoS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제안하고 그 성능을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 기존의 FIFO 방법 보다 평균 25.2%의 호 

종료 확률이 감소됨을 알 수 있다. 향후 가입자의 이동 방향 및 

속도 측정을 고려한 개선된 알고리즘의 연구와 해석적 방법에 대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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