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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obile communication systems, location management deals with the location determination of users in a network. One 
of the strategies used in location management is to partition the network into location areas. Each location area consists of a 
group of cells. The goal of location management is to partition the network into a number of location areas such that the total 
paging cost and handoff (or update) cost is a minimum. Finding the optimal number of location areas and the corresponding 
configuration of the partitioned network is a difficult combinatorial optimization problem. This cell grouping problem is to find 
a compromise between the location update and paging operations such that the cost of mobile terminal location tracking is a 
minimum in location area wireless network. In fact, this is shown to be an NP-complete problem in an earlier study. In this 
paper, artificial bee colony (ABC) is developed and proposed to obtain the best/optimal group of cells for location area planning 
for location management system. The performance of the artificial bee colony (ABC) is better than or similar to those of other 
population-based algorithms with the advantage of employing fewer control parameters. The important control parameter of ABC 
is only ‘Limit’ which is the number of trials after which a food source is assumed to be abandoned. Simulation results for 16, 
36, and 64 cell grouping problems in wireless network show that the performance of our ABC is better than those alternatives 
such as ant colony optimization (ACO) and particle swarm optimization (P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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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과 목적1)

무선통신 네트워크에서 이동체의 치 리는 매우 요

한 문제이고 이동체의 치 정보의 효율 인 리를 해 

Reporting cell과 Location area(LA) 셀 그룹핑 방법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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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 치 리시스템 설계 방법에 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한, 최근에도 이동체 치 리 방법의 추가

인 연구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6, 17]. 이 
연구를 통하여 유비쿼터스[4]  치기반서비스[1]의 향
후 발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최  설계하고자 하는 치 리 LA 셀 

그룹핑 방법은 무선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가 도달 가능

한 범 를 LA로 분할하고 각각의 LA는 연속된 셀들로 
구성 된다. 각 셀의 기지국은 각 셀이 어느 LA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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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식별한다. 그러므로 이동체가 새로운 LA에 속하는 
셀로 이동할 때에 그 치를 센터에 보고하고 업데이트 

해야 한다. 이동 통신 사용자로부터 특정한 이동체로 연
결 요청이 들어오면 무선 통신 시스템은 이동체가 마지

막으로 업데이트된 치를 심으로 LA안에 있는 모든 
셀을 탐색하여 이동체간의 통화를 연결하게 된다. LA 셀 
그룹핑 방법에서 핵심문제는 총 치 리 비용이 최소화 

되는 LA그룹 수와 어떤 셀이 어떤 LA에 소속되어야 하
는지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LA 치 리 셀 그룹핑 문제는 NP-complete로 알려져 
있고 최 해를 탐색해 내기 한 휴리스틱 알고리즘은 다

양하게 용되어 왔다. Merchant[13]는 가장 먼  셀의 LA 
할당 문제의 수리  모델을 제시하 다. Bhattacharjee[2]
은 셀의 할당 문제를 각 LA 당 최  셀의 수를 결정하고, 
총비용을 최소화하기 해 셀들을 어느 LA에 할당 할 것
인지 결정하 다. Demirkol[5]와 Taheri[18]는 LA그룹핑 
문제를 simulated annealing(SA) 방법으로 Kim[11]은 생물
지리학  최 화(biogeography based optimization) 방법으
로 가장 좋은 해를 탐색하고자 했다. Pierre[14]는 타부서치
를 Quintero[16]은 유 자 알고리즘을 용하 다. Prajapati
[15]는 Apriori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LA그룹핑 문제의 해
를 탐색하고자 했다. Kim[12]은 LA그룹핑 문제에 개미군
최 화(Ant colony optimization, ACO) 방법을 용하 고 

Byeon[3]은 티클군집최 화(particle swarm optimization, 
PSO) 방법을 용하여 최 설계 하 다. 이와 같은 기존 
최 화 방법들은 라미터 값들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수렴  최 해 탐색 결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 이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인공벌군집
(artificial bee colony, ABC)[7, 8, 9] 방법은 다른 휴리스틱
알고리즘과 비교하여 라미터 수가 작아 라미터 값에 

민감하지 않고 상 으로 안정 인 해 탐색이 가능하다

는 장 이 있다[10].
셀 그룹핑 문제는 이동체의 핸드오  트래픽과 이동체

를 탐색하는 페이징 양의 변화와 환경(인구 집 지역 등)
에 따른 무선네트워크 운용정책에 맞는 최 해의 도출이 

필요하다. 본 논문의 목 은 인공벌군집(ABC)을 용하
여 치 리 LA 셀 그룹핑을 설계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제 2장에서는 LA 셀 그룹핑 문제를, 제 3장에서는 이 문제에 
용가능한 인공벌군집 방법을 설명하 다. 제 4장에서는 

16, 36, 64개의 셀로 이루어진 제 실험을 통하여 셀 그룹
핑 문제에 한 ABC 방법의 성능을 분석하고 검증하 다. 

2. LA 셀 그룹핑 문제

기존 연구 [3, 12, 13]에서 이동체 치 리를 한 LA 

셀 그룹핑 문제를 식 (1)~식 (6)과 같이 수리  모델화하

고 체계화하 다. 본 논문의 제 3장에서 제안할 인공벌
군집(artificial bee colony, ABC)방법 용 시 해의 평가
값을 계산할 때는 식 (1)을 사용하 고 식 (2)~식 (6)을 
용하여 가능해 인지를 검증하 다. 가능해는 항상 셀
간의 연결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더 좋은 해를 

탐색해 가는 과정에서 셀간의 연속성이 있는(핸드오  

비용이 작은) 해가 선택 가능하다. 
식 (1)과 같이 총비용 함수로 공식화할 수 있다. 치

업데이트 비용에 해당하는 핸드오  비용(다른 LA에 할
당되어 있는 두 셀 간의 핸드오  트래픽 비용)과 페이
징 비용(특정 통화요구에 한 이동체를 탐색하기 한 
탐색 비용)으로 구성된다. 총비용함수를 최소화하기 
해서 n개의 셀을 m개의 LA에 어떻게 할당해야 하는 가
를 의사결정 해야 한다. 

 목 식 : Minimize

    ⋅
  




  



⋅  
  



⋅ (1)

는 셀 와 셀 가 같은 LA에 할당되면 1의 값을 갖
고 그 외의 경우에는 0값을 갖는 이진변수 이고 식 (4)로 
표 된다.  는 셀 에서 셀 로 이동하는 트래픽양

을 나타낸다. 는 셀 의 통화요구량을 나타내고 는 

셀 가 LA 에 할당되었을 경우 LA 에 할당된 모든 

셀의 수이고   
  



    ⋯  (는 셀 가 LA 

에 할당되었을 경우는 1, 그 지 않을 경우는 0으로 하
는 이진변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가 모두 결정되면 

자동 으로 결정된다. 는 치 등록 업데이트 상수이다.

              
  



  ,  ≤  ≤  (2)

식 (2)는 모든 셀은 하나의 LA에만 할당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    ≤  ≤   ≤  ≤   ≤  ≤  (3)

   
  



     ≤  ≤   ≤  ≤  (4)

식 (3)에서 는 셀 와 셀 가 같은 LA 에 할당되

었을 경우 1의 값을 갖고 그 외의 경우에는 0 값을 갖는 
이진변수이다. 


  



⋅ ≤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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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lowchart of ABC

<Figure 2> 3 LA Groups, 16 Cell Example

            
  



 ≤   ≤  ≤     (6)

식 (5)는 각 LA의 수용할 수 있는 통화요구용량에 
한 식이며 는 LA 에서 수용할 수 있는 통화요구 최

 용량을 나타낸다. 식 (6)은 각 LA에 포함될 수 있는 
최  셀의 수에 한 식이며 는 LA 에 포함될 수 있

는 최  셀의 수를 나타낸다. 와 는 시스템을 사용

하는 환경(평지 는 산악 지역과 인구 집 는 희소 
지역)에 따라 운용자가 결정하여 용할 수 있다.

3. 인공벌군집 방법의 적용

인공벌군집(artificial bee colony, ABC) 방법은 벌들이 
꽃(Food source, FS)을 찾아 꿀을 채취하는 메커니즘을 
알고리즘으로 개발한 것이다. 이 방법에서는 벌을 employed 
bee(EB), onlooker bee(OB), scout bee(SB)로 역할에 따라 
구분한다. EB는 재 치의 꽃에서 가까이 있는 꽃을 

탐색하여 더 많은 꿀을 가지고 있는 꽃을 찾아내듯이 

재의 해의 이웃해를 탐색하여 더 좋은 해를 탐색 한다. 
OB는 각각의 EB들이 탐색하고 있는 꽃들의 치 정보
를 참조하여 찾아낸 꽃의 꿀을 채취하듯이 여러 개의 해

들로부터 찾아낸 해를 탐색하여 더 좋은 해를 추가 으

로 탐색해 간다. SB는 EB와 OB가 더 이상 더 좋은(꿀이 
많은) 꽃을 탐색해 내지 못할 때 새로운 치의 꽃을 찾
아 꿀을 채취하듯이 기존의 해들과 다른 임의의 해를 탐

색하는 역할을 한다. 결과 으로 EB와 OB는 수렴성을 
추구하여 더 좋은 해를 탐색하려고 하는 반면, SB는 다
양성을 추구하여 더 좋은 해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

는 새로운 해를 탐색하는데 ABC 알고리즘은 이러한 수
렴성과 다양성의 균형을 조 하여 최 화를 하는 방법이

다[7, 8, 9, 10]. 
본 에서는 LA 셀 그룹핑 문제에 인공벌군집(ABC)

을 용하여 보다 효율 인 설계를 하고자 한다. ABC의 
해를 표 하고 ABC의 기해  이웃해 생성 방법과 
용단계별 메커니즘을 <Figure 1>과 같이 설명하 다. LA 
셀 그룹핑 문제의 해 표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igure 2>의 16개 셀 제에서 3개의 LA그룹 1, 2, 3으
로 구성 된 해로 표  가능하다. 즉, LA그룹 1(셀 번호 
0, 1, 4, 5, 8, 9, 12), LA그룹 2(셀 번호 2, 3, 6, 7), LA 
그룹 3(셀 번호 10, 11, 13, 14, 15) 로 표 된다. 즉, 16개 
셀 번호(0~15)에 LA그룹 번호 1, 2, 3을 1차원으로 표시
할 수 있다. 

ABC를 LA 셀 그룹핑 설계 문제에 용 하여 최 해

를 탐색해 낼 수 있다[7, 8, 9, 10]. ABC 메커니즘은 각 

해의 이웃 해를 찾는 역할을 하는 EB, 각 해의 평가값의 
확률에 따라 추가 으로 이웃 해를 찾는 OB, 그리고 다
양한 해를 탐색하기 한 SB로 작동된다. 모든 해의 평
가값을 계산할 때는 식 (1)을 사용하 고 식 (2)~식 (6)을 
용하여 기해  이웃해 생성 시 가능해인지를 확인

하 다.
단계 1에서는 기 해군의 해의 수를 라 정하고 EB

의 수, OB의 수는 모두 해의 수와 같게 정한다. 한, 각 
해의 더 좋은 이웃해 탐색 최  수(), 종료 조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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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사용자가 제시한 시간제한 등)을 결정한다. 가장 
요하고 리해야 할 라미터는 이다.
단계 2에서는 기 가능해 군을 생성하기 한 것이

다. 각 셀에 하여 가능한 LA그룹을 랜덤하게 할당하여 
해들을 생성하여 기해 군을 탐색한다. 기해는 가능

한 평가값이 좋은 해 생성을 해 인 해 있는 셀과 트

래픽 유동량이 많은 셀을 LA그룹의 심에 치시킬 수 
있도록 하 다. 트래픽 유동량이 많은 셀이 각 LA그룹에 
앙 부분에 치함으로 해서 LA그룹간의 핸드오  트

래픽 비용을 가능한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계 3에서는 각 기 해에 하여 EB를 결정하고 각 
기 해들의 지역탐색을 하여 이웃 해를 탐색한다. 각 
해에 하여 더 좋은 해가 생성되면 더 좋은 해로 업데

이트 하고 이웃해 탐색 시도 횟수 카운터 을 0으로 
설정한다. 그 지 않을 경우(더 좋은 해가 생성되지 않으
면), 해당 해의 의 횟수를 증가시킨다. 
단계 4에서는 단계 3의 EB에 의한 모든 해의 이웃해 

탐색 후 갱신된 기 해군의 모든 해를 사용하여 식 (1)
을 용한 평가값(번째 Food source의 평가값 )에 비
례하는 확률 식 (7)로 해를 선택하여 이 해의 이웃해와 
비교하여 더 좋은 해가 생성되면 더 좋은 해로 업데이트 

하고 이웃해 탐색 시도 횟수 카운터 을 0으로 설정
한다. 그 지 않을 경우(더 좋은 해가 생성되지 않으면), 
의 횟수를 증가 시킨다. 이와 같은 역해 탐색은 
OB가 수행한다. OB의 역할은 평가값이 우수한 해의 이
웃해를 추가 으로 더 세 하게 해를 탐색하는 것이다.
해(Food source) 를 선택할 확률

  
  



               (7)

단계 5에서는 이웃해 탐색 시도 횟수 카운터   

가장 큰 해의 이 이웃해 탐색 최 수 보다 같

거나 클 경우 해당 해는 더 이상 그 해의 이웃해를 탐색

하지 않고 탈락 시킨다. 탈락시킨 해 수만큼의 해들을 SB
를 통하여 임의 으로 생성하여 지역 해에 빠지지 않고 

다양한 해 탐색을 추구함으로써 역 해를 탐색할 수 있

도록 한다. 이 모든 단계 수행 후 종료 조건(세  수, 사
용자가 제시한 시간제한 등)에 맞으면 종료하고 그 지 

않으면 단계 3의 EB의 이웃해 생성부터 다시 반복 수행
한다.

EB와 OB에 의한 이웃해 생성 시 하나의 셀에 한 

LA그룹 번호를 변경하는데 이 셀을 선택할 시에는 LA
그룹의 미세 조정을 통하여 해의 수렴이 가능할 수 있도

록 LA간의 경계면에 치한 셀  하나를 선택하 다. 
<Figure 1>의 경우에는 셀 1, 2, 5, 6, 9, 10, 11, 12, 13이 
경계면에 치하므로 이 셀들 에 하나의 셀을 랜덤하

게 선택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 인 LA 셀 그룹핑이 그룹화 문제이기 

때문에 LA가 서로 다른 경계면의 셀을 선택하여 다양한 
LA그룹화의 이웃해를 선택하여 탐색하는 것이 효율 이

다. 이 게 선택된 셀과 LA그룹이 다른 인 한 셀의 LA
그룹  하나로 변경하며 트래픽 유동량( 는 셀 

에서 셀 로 이동하는 트래픽양)이 많은 셀과 같은 LA
그룹이 될 확률을 높여 핸드오  트래픽 비용을 가능한 

최소화 하고자 했다. <Figure 1>의 셀 5를 선택 했을 경
우에는 LA그룹 2 혹은 LA그룹 3  하나로 할당가능 하

며, 그 확률은 아래와 같다.

셀 5가 LA그룹 2에 할당될 확률


      

    









 

셀 5가 LA그룹 3에 할당될 확률


      

  









 

즉, 셀 5가 LA그룹 3으로 그룹화되는 것이 평가함수 비
용을 일 수 있는 확률 53.8%로 LA그룹 2로의 확률 46%
보다 높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EB와 OB에 
의해 이웃해를 탐색하고 더 좋은 해를 탐색해 나간다.
일반 인 ABC는 단계 5에서 SB가 임의 인 방법으로 

새로운 해를 탐색 하여 다양한 해 탐색을 할 수 있으나, 
이러한 다양성 추구는 ABC 알고리즘을 용하는데 있어
서 후반에는 해를 집 으로 탐색하여 해를 수렴시키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
제를 개선하기 하여 단계 5를 용하기 에 랭킹 
략을 추가 용하 다. 랭킹 략에서는 <Figure 2>와 같
이 우수한 해들을 미리 정한 수만큼 선택하고 평가함수 

값에 비례하는 확률을 용하여 새로운 좋은 해를 생성

하여 투입하고 나쁜 해는 탈락시켜 수렴성을 가속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새로운 해의 각 요소들은 평가값이 
더 뛰어난 기존 해들의 요소들을 더 높은 확률로 선택하

여 새로운 해를 생성하기 때문에 더 좋은 해를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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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 4 Feasible Food Sources with 16 Cells 

(b) New Food Source Using Two Good Solutions

<Figure 3>에 (a)와 같이 4개의 해(Food source)  평

가값이 가장 나쁜 Food source 3이 탈락 되고 <Figure 3>
에 (b)의 과정으로 생성한 New Food source가 그 자리를 
신한다. 만약 평가값이 가장 좋은 2개의 Food source를 
사용한다면 Food source 2, 4의 첫 번째 셀 “0”이 각각 LA
그룹 1과 그룹 2이므로 New food source의 첫 번째 셀 
“0”은 LA그룹 1과 그룹 2에 할당될 수 있다. 첫 번째 셀 
“0”이 각 LA그룹에 할당될 확률은 평가값이 작을수록 좋
은 해 이므로 각 Food source의 평가값에 반비례하여 다
음과 같이 계산한다. 

셀 0이 LA그룹 1에 할당될 확률














 

셀 0이 LA그룹 1에 할당될 확률














 

즉, New food source의 첫 번째 셀 “0”은 50.46%로 LA그
룹 1에 49.54%로 LA그룹 2에 할당될 수 있는 해(Food 
source)를 생성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셀(셀 1~
15)도 Food source 2와 4를 사용하여 LA그룹을 생성하여 
새로운 Food source를 만들어 해 군(Solution population)에 
투입하여 더 좋은 해로 수렴시킨다.

4. 실험결과 및 분석

본 장에서는 LA 셀 그룹화 문제에 본 논문에서 개발한 
인공벌군집 ABC 기법을 용시킨 실험 결과에 해 분석
하 다. 실험은 총 3개의 제들(각각 16, 36, 64 셀 네트
워크)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ABC 방법
을 용시킨 실험 결과는 기존의 개미군최 화(ant colony 
optimization, ACO)와 티클군집최 화(particle swarm opti-
mization, PSO) 실험 결과와 비교 분석을 통하여 ABC의 
효율성을 검증하 다.

ABC 용을 한 라미터를 설정하는데 세 수는 16
개 셀은 100세 , 36개 셀은 500세 , 64개 셀은 1,500세
로 세 가 모두 진행되면 종료되도록 하 다. 한 세
당 해(Food source)의 개수인 과 이웃해 탐색 최 수인 
의 라미터 값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16개 셀은 
  ,   , 36개 셀은   ,   , 
64개 셀은   ,   으로 설정하 다. 랭킹 
략에 사용되는 우수한 해의 수는 5로 설정하 다. 본 
실험에서의 이와 같은 라미터들은 다수의 반복 인 실

험을 통해 가장 효율 이라고 단되는 수치를 용하

고 비교되는 ACO[12], PSO[3]와 동일한 환경 조건하에서 
실험되었다.

<Figure 4>과 <Figure 5>는 식 (1)을 용하여 평가값
을 계산하 고 (a)의 그래 는 ABC 알고리즘을 용했
을 때 세 에 따라 콜 당 비용이 최 해로 수렴되는 경

향을 2차원 그래 로 보여주고 있다. (b)는 ABC 알고리
즘을 용했을 때 세 에 따라 LA수 변화와 콜 당 비용
이 최 해로 수렴되는 경향을 3차원 그래 로 보여 주고 

있다. (c)는 ABC 알고리즘을 용했을 때 최 해 36개의 
셀과 64개의 셀의 실험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36셀과 64셀 네트워크의 경우 각각 총 9개
와 15개의 LA그룹으로 구성되는 최 해가 도출되었고 각 
문제에 한 가장 좋은 콜 당 비용값은 11.094와 12.501
이다.

<Table 1>은 ACO[12]와 PSO[3] 기존 결과와 본 논문
에서 제안한 ABC의 실험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ABC를 
용 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산출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ABC 방법의 콜 당 비용 최 해 탐색

확률이 16, 36, 64개 셀 문제에 하여 각각 100%, 93%, 
13%로 기존 PSO 방법 100%, 79%, 5%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상 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정 인 해 탐색

이 가능하 다. ABC와 PSO 방법의 최 해 탐색 평균계

산시간은 36셀 문제는 3.9~7.9 , 64개 셀 문제는 4.5~4.7
로 두 방법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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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st per call-Generation 2 dimensional graph

(b) Cost per call-Generation-No of LA 3 dimensional graph

(c) Optimal solution(Cost per call : 11.094)

<Figure 4> 36 Cell Network

(a) Cost per call-Generation 2 dimensional graph

(b) Cost per call-Generation-No of LA 3 dimensional graph

(c) Optimal solution(Cost per call : 12.501)

<Figure 5> 64 Cel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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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ative Study of ACO & PSO & ABC(Cost/call)

No of cells ACO[12] PSO[3] ABC

16 cells 9.786 9.786 9.786
36 cells 11.386 11.124 11.094
64 cells 12.813 12.608 12.501

5. 결  론

무선네트워크에서 이동체의 효율 인 리를 해 Loca-
tion area(LA) 셀 그룹화 설계가 필요한데, 이를 하여 
체 셀에 한 LA그룹 수를 정하고 어떤 LA에 어떤 셀
을 할당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본 논문의 목 은 LA 치 리시스템의 셀 그룹핑 문

제를 효율 으로 최  설계할 수 있는 인공벌군집(artifi-
cial bee colony, ABC)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해 LA 셀 그룹핑 문제에 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 자원 
내에서 해를 찾아 LA 셀 그룹핑 문제의 총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ABC 탐색 방법을 개발하 다. 제안한 ABC 
방법이 기존 개미군최 화방법(ACO)과 티클군집최 화

방법(PSO)방법보다 우수하고 안정 인 해 탐색이 가능한 

것으로 실험을 통하여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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