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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WCDMA. WLAN, WiBro등과 같은 다양한 이기종 무선 네트워크들이 증가하면서 중첩된 네트워크가 발
생하게 되어, 이기종망간의 vertical handover가 증가하게 되고 효율적인 Network 자원관리 필요성이 증
가하였다. 이를 위해 특화된 CRRM을 활용한 중첩된 network들의 통합 자원 관리방안을 제안한다. 제안
된 방안은 bandwidth와 사용자의 수를 고려하여 bandwidth를 adaptation 시키거나 forced vertical 
handover를 진행하여 자원을 관리하며, user는 별도의 handover discover 단계를 생략하고 vertical 
handover를 진행할 수 있으며, Multiple interface를 사용하여 MCoA를 등록하고 다양한 무선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진다.

1. 서  론

  WCDMA, WLAN, WiBro등과 같은 다양한 이기종 무

선 네트워크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사용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각각의 서비스

를 별도로 신청하여 사용가능 한 곳에서만  사용해야 하

는 제약을 가지고 있어 언제 어디서나 제약 없는 데이터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

고 있다. 

<그림 1. 중첩된 이기종 무선망>

  이를 위해서 차세대 이동통신[1]은 All IP 기반에서 

고속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하여 고품질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기존 유무선 접속 시스템과의 융합을 

통하여 기존 유선 네트워크, 근거리 무선 네트워크는 몰

론 다양한 무선 네트워크의 통합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즉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는 매

우 다양한 이기종 무선 접속 기술들이 혼재하며, 기존의 

본 연구는 과학기술부 과학재단 목적기초연구

(R01-2005-000-10267-0)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유무선 네트워크와 융합된 상태에서 네트워크가 구축될 

것이다.

  그림1과 같이 중첩된 네트워크에서 이동 단말 또는 이

동 네트워크는 동시에 여러 접속 망에 접속하여 서비스

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각 망간의 서비스들이 독

립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이기종 무선 네트워크간의 통합이 이루어지

면서 이기종망간의 vertical handover가 증가하게 되고 

효율적인 네트워크 자원관리 필요성이 증가하여, 이를 

관리하기 위한 Common Radio Resource Management 

(CRRM)가 이슈화 되고 있다.

  또한 중첩된 네트워크에서 사용자들이 여러 이기종 무

선인터페이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Multiple 

Care-of Address 방안이 IETF MONAMI6 WG에서 제

안되었다. 이를 통해 단말은 사용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동시에 여러 인터페이스에 접속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CRRM을 활용하여 네트워크에서 자신의 

혼잡도가 증가할 경우 자신에 연결된 사용자를 강제로 

다른 이동 가능한 네트워크로 이동시켜서 자신의 혼잡도

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때 단말은 multiple  

interface를 가지고 있으며, MCoA를 사용하여 좀 더 효

율적인 vertical handover가 가능해진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기존 Vertical handover의 

특징 및 본 논문에서 활용하는 기술들에 대한 관련연구

를 서술하고 3장에서 제안하는 CRRM 관리 방안 및 알

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하고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2.1 중복된 Wireless network에서 Vertical Handover

  무선네트워크에서 vertical handover process[2]는 3

단계의 동작절차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System 

discovery"로 단말이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를 찾아서 정

보를 알게 되는 단계이다. 두 번째 "handover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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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말이 이동 가능한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어느 네트

워크로 이동할지 결정하는 단계이며, 세 번째 

“handover execution"은 실제 단말이 새로운 무선네트

로 vertical handover를 진행하는 단계이다.

  네트워크에서 vertical handover를 관리하게 되면 

handover execution 보다는 system discovery 단계와 

handover decision 단계에서 보다 효과적인 개선이 가

능하게 된다.[7] 

  system discovery단계에서 단말은 접속하고 있는 무

선네트워크보다 좋은 성능을 갖는 네트워크를 탐색하는 

stability period 동안 주변 무선네트워크를 검색하고 보

다 좋은 네트워크가 발견이 되면, service 

advertisement message를 이용해서 각 네트워크의 정

보를 얻고 인터페이스를 활성화 시킨 후 vertical 

handover를 진행하게 된다. 단말은 system discovery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인터페이스를 모두 

활성화시켜서 주변 네트워크를 검색하거나 별도의 

location service server를 두어서 단말의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주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인터페이스

가 계속 활성화 되어 있을 경우 단말의 전원소비가 증가

하여 전원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location 

service server는 지속적인 database의 update가 필요

하고 관리 및 유지가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vertical handover decision 단계에서 단말은 각각의 

인터페이스의, 신호세기, throughput, policy 등과 같은 

factor를 비교하여 어느 네트워크로 이동을 할지 결정을 

하게 된다. 단말은 신호가 어느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경우 주변에 인터페이스를 결정하여 handover를 진

행하게 된다. 신호세기에 따른 handover 결정은 중복된 

네트워크에서 ping-pong 현상이 나타나 불필요한 

handover가 반복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일

정한 throughput을 사용해서 upward와 downward를 고

려해서 handover를 결정하는 방법은 동작하는 

application과 단말의 이동 속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policy-enabled handover는 기존의 문제에 비용과 경로

에 대한 통계를 이용해서 예측이 가능한 stability를 정

의하여 성능이 좋은 network를 탐색하는 주기를 조절하

고 통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handover를 결정

하는 방안이다.[6],[8] 

2.2 forced vertical handover 및 bandwidth 

adaptation

  기존에는 단말이 여러 가지 factor에 따라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탐색하고 성능을 비교하여 네트워크의 이동

을 결정하였다면, forced vertical handover는 서비스제

공자가 제공하고 있는 RRM(Radio Resource 

Management)의 결정에 따라서 forced vertical 

handover module(FVHM)[5]와 같은 결정엔진을 통해 

사용자를 강제로 vertical handover 시키는 방안을 말한

다. FVHM은 단말의 인터페이스 수와 중복된 네트워크

의 상태를 고려하여 단말의 위치에서 사용이 가능한 네

트워크를 결정하게 되며, 사용가능한 bandwidth의 크기

에 따라서 혼잡도를 결정한다. 

  네트워크에서 지원 가능한 사용자의 수보다 많은 사용

자가 네트워크에 진입하게 되면 FVHM은 사용자들이 요

구하는 bandwidth과 사용가능한 bandwidth를 비교를 

하여 지원이 가능하면, 기존의 네트워크 사용자들의 

bandwidth를 adaptation하여 최대한 많은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bandwidth adaptation"은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네트워크에서 제공한 

bandwidth를 다 사용하지 않고 일부만 사용하고 있을 

때 남는 부분을 다른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좀 더 많은 

사용자에게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사용가능한 자원을 모두 사용하여 더 이상의 가용

자원이 없으면 중복된 네트워크로 사용자를 vertical 

handover 시켜 가용 자원을 확보하게 된다. 

  FVHM에서는 willingness tradeoff를 고려하여 이동시

킬 사용자를 결정하며,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다 만족시

켜주지 못할 때 vertical handover를 하지 않았다면, 이

동을 시키더라도 불만이 적게 발생하므로 우선적으로 이

동시키도록 하고 있다.

 

2.3 Common Radio Resource Management(CRRM)

  기존 2G나 3G 사업자의 경우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

의 네트워크만을 관리하는 RRM을 두어 사용가능한 자

원을 관리하고 QoS 및 handover와 같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HSDPA, WiBro와 같은 라디오 접속 기술

들이 상용화되고 하나의 서비스 제공자가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함에 따라 하나의 서비스만이 아닌 여러 개

의 서비스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게 되

었다. 이를 위해 기존의 RRM을 All IP 기반의 

heterogeneous한 환경에서 고려하는 CRRM이 새로운 

관리 모델로 이슈화가 되고 있다. 

  CRRM은 heterogenous한 네트워크 시나리오에서 다

른 라디오 접속 기술들의 사용가능한 자원을 효과적이고 

동등하게 관리하여 하나의 resource pool에 있는 것처

럼 생각하게 해주는 기술을 말한다. 여러 개의 RRM들의 

가용자원들을 계산할 수 있으며, 어떤 자원을 사용할 지 

결정이 가능하게 되어 CRRM에서 관리가 이루어진다. 

다양한 접속기술들의 자원을 관리하게 되면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가진 단말이 동시에 많은 서비스를 분할하

여 사용이 가능해진다.

<그림 2. CRRM functional model>

  그림2는 CRRM의 functional model[9]이다. CRRM은  

information reportion function으로 각각의 RRM이 

CRRM으로 자신이 가진 정보를 동적으로 전달하거나 

CRRM의 요청에 따라서  동적으로 정보를 전달하여 네

트워크의 상태를 알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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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RM decision support function은 전달된 RRM의 정

보를 활용해서 기존의 RRM이 하던 결정들을 CRRM에서 

할 수 있으며, 단순히 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RRM간의 

이동만을 지원하고 RRM 밑단은 RRM에서 결정할 수 있

도록 하는 지원 역할도 가능하다.

2.4 Multiple Care of Address(MCoA)

  Multiple Care-of Address(MCoA)[3],[4]는 IETF 

MONAMI6 WG에서 제안한 방안으로 Mobile IPv6을 기

반으로 한 단말이 여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게 하는 방안이다.

 

<그림 3. 멀티호밍 구성 시나리오>

  그림 3은 MCoA의 기본 구성 시나리오로 기존의 

MIPv6에서 단말이 Home Agent(HA)와 Correspondent 

Node(CN) 에 Binding Update시 Binding Update 

Sub-option이라는 새로운 옵션을 추가하고 Sub-option

상에 Binding Unique Identification(BID)라는 값을 추가

하여 여러 Care-of Address를 Binding cache entry에 

저장 시 하나의 단말이 여러 Care-of Address를 가지

고 데이터 전송 시 각각의 Care-of Address를 구분하

여 전송하게 하는 방안으로 이동 단말은 여러 인터페이

스를 가지고 동시에 또는 각각의 인터페이스에 따른 데

이터 전송을 할 수 있다. 

 

3. 이기종 네트워크에서 효율적인 자원관리방안 

3.1 제안하는 CRRM의 구조 및 고려사항

  현재 서비스가 진행되는 WLAN, CDMA, UMTS, 

WiBro와 같은 무선 접속 네트워크들은 서로 다른 특성

을 가지며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더라도 서비스 제

공자에 따라 다른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로 인해 각각의 

서비스를 통합하고 변화하는 환경을 수용하기 위한 서비

스 구조가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제공자들도 다양한 사

용자의 요구에 따라 여러 무선 접속 네트워크들을 서비

스하면서 자신의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통합하여 관리하

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장에서 제안하는 CRRM의 구조는 다양한 무선 네트

워크들의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사용자들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만족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그림 4는 이기종 네트워크에서 적용 가능한 CRRM 네

트워크의 구조로 WLAN의 Access Gateway, WiBro의 

ACR, UMTS의 GGSN, CDMA의 PDSN과 같은 Core 

network와 연결이 되는 Gateway에 지역을 관리하는 

Local RRM이 위치하고 Core network에 CRRM이 위치

하여 각각의 LRRM에서 올라오는 정보들을 수집한 후 

판단하여 자원을 관리한다.

  그림 5의 CRRM은 기존의 LRRM에서 올라오는 정보

를 토대로 자원에 여유가 있는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사

용자의 정보를 확인하여 vertical handover를 지시하게 

된다. 

<그림 4. 제안하는 CRRM architecture>

<그림 5. 제안하는 CRRM functionalities>

  각각의 LRRM에서는 자신의 network의 상태정보를 

Network State Monitoring Module을 통해서 지속적으

로 확인하여 CRRM에게 전달하여 주며, 새로운 사용자

가 네트워크의 사용을 요구하면 Admission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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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를 통해서 user의 profile을 확인한 후에 인증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CRRM에서는 LRRM에서 올라오

는 정보를 수집하여 사용자의 수와, Bandwidth의 사용

량 등을 고려하여  Congestion Control Manager에서 

하위 네트워크의 혼잡도를 파악한다. Profile Manager에

는 사용자가 사용가능한 네트워크의 정보와 단말의 가지

고 있는 interface의 종류와 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Vertical Handover Decision 

Module로 전달해준다. Inter RAT selection에서는 혼잡

도가 증가하여 네트워크의 가용자원의 한계에 도달 하였

을 때 주변 네트워크를 검색하여 이동 가능한 접속네트

워크를 선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최종적인 판단은 Vertical Handover Decision 

Module에서 모든 정보를 판단하여 이동시킬 사용자를 

결정하며, 이때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네트워크에서 지원 가능한 인원수 및 사용인원

 - 네트워크의 가용 Bandwidth 및 사용량

 - 각 기지국별 coverage

 - 사용자의 등급 및 정보

 - 단말의 interface 종류 및 수

 - 단말의 signal strength

3.2 제안하는 통합 자원 관리 알고리즘

  CRRM을 이용해서 다양한 이기종 무선 네트워크들을 

heterogenous한 환경에서 하나의 resource pool로 자

원을 관리함으로써 여러 개의 RRM들의 가용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고, 다양한 접속기술들의 자원

을 관리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는 multiple interface를 

가지는 단말에 동시에 많은 서비스를 분할하여 제공할 

수 있다. 

  CRRM은 자신이 관리하는 네트워크들에 위치한 RRM

이 전달해주는 정보를 분석하여 가용자원을 계산하여 자

원이 부족하게 되면 혼잡한 네트워크로 정의하고 사용자

에게 할당된 자원을 재분배하여 최대한 많은 사용자들에

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자원을 재분배하여도 네

트워크의 가용자원이 부족한 상태가 되면 주변 네트워크

를 검색해서 가용자원이 충분한 네트워크로 사용자를 이

동시키는 것을 고려한다. 이때 사용자가 이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결정해 주는 RAT selection 알고리즘이 필

요하다.

  본 논문은 CRRM에서 handover할 사용자를 결정하고 

어느 네트워크로 이동시킬지 결정하는 Inter RAT 

selection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있다. CRRM은 LRRM에

서 전달되는 정보를 이용해서 혼잡도를 계산한 후 일정

수준의 혼잡도가 증가하게 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동

작을 진행하게 된다. 혼잡도가 큰 네트워크와 중첩된 네

트워크의 가용자원을 판단한 후 Multiple interface를 가

지는 사용자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사용자가 선택 가능

한 네트워크 중 handover 시킬 네트워크를 결정한다. 

CRRM은 사용자에게 이동시킬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 MCoA를 생성하게 하여 좀 더 효과적인 

Vertical Handover가 가능해진다.

  CRRM에서 네트워크의 혼잡도 정의는 네트워크의 사

용자가 요구하는 Bandwidth가 네트워크에서 사용가능한 

Bandwidth를 넘어가는 경우와 현재 네트워크를 사용하

는 사용자의 수가 네트워크에서 최대 지원 가능한 사용

자 수를 넘어 갔을 경우에 네트워크가 혼잡한 상태로 설

정하여 CRRM에서 inter RAT selection 절차를 진행하

도록 한다.

기  호 정    의

 Bandwidth request

 Bandwidth available

 Bandwidth allocation

 user max count

 u  네트워크에서 user 수

 user 단말의 interface 집합

 선택된 interface

 interface의 signal strength

r 선택된 user

 network안의 user 등급정보

N network

<표1 알고리즘 파라미터>

<그림 7. inter RAT selection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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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하는 inter RAT selection 알고리즘에서 CRRM은

network state monitoring module을 통해 LRRM에서 

전달되는 정보를 분석하여 가용자원을 모니터링 한다.  

네트워크의 혼잡도를 나타내는 Congestion rate이 high

가 되면 혼잡한 네트워크로 정의하고 사용 중인 사용자

들에 대한 정보를 검색한다. 네트워크가 혼잡한 상태가 

되어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사용자들의 요구하는 

Bandwidth requirement를 네트워크에 남아있는 자원으

로 지원할 수 없게 되면 CRRM은 혼잡한 네트워크로 구

정하고 네트워크를 사용 중인 user들의 정보를 검색해서 

낮은 등급의 user를 선택한다. 등급이 낮은 user의 

bandwidth를 adaptation하여 네트워크의 가용자원을 확

보하여 다른 user들의 requirement를 지원해주고, 혼잡

한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경우 선택된 user의 interface들

의 신호세기를 고려하여 기지국과의 거리가 멀어서 신호

세기가 일정한 기준보다 낮은 신호를 가지고 있는 

interface의 주변 네트워크를 검색하여 가용자원이 충분

한 네트워크를 선택한 후 CRRM은 user에게 router 

advertisement message를 전달하도록 한다.

 네트워크의 사용자 수가 네트워크에서 지원 가능한 사

용자 수보다 크고 네트워크의 사용자들의 requirement 

bandwidth가 네트워크의 가용자원보다 높을 경우에는 

CRRM은 사용자의 등급을 비교하여 등급이 낮은 사용자

를 선택한 후, 신호세기가 낮은 interface를 선택해서 연

결 가능한 네트워크의 혼잡도를 확인한 후 충분한 가용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 CRRM은 사용자에게 router 

advertisement message를 전달하도록 한다.

  단지 사용자의 수가 네트워크에서 지원 가능한 인원수

를 넘어가게 되면, 네트워크에서 지원 가능한 user의 수

를 맞추기 위해 기지국 외각에 있는 user들을 선택해서 

주변네트워크의 가용인원을 고려하여 주변네트워크로 이

동시키게 된다.

  CRRM은 router advertisement message를 사용자에

게 전달하여 MCoA를 생성한 후 새로운 네트워크로 

registration하여 양쪽 네트워크를 동시에 사용하여 자산

의 requirement를 만족하게 사용한다. 기존 네트워크의 

혼잡도가 증가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제공하기 힘들어지

면 MCoA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기존 네트워크의 사용

을 중단시키고 새로운 네트워크만을 사용하게 한다. 또

한 CRRM에서 판단하여 네트워크의 가용자원이 급격이 

감소할 경우 바로 사용자를 vertical handover 시켜서 

혼잡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한편 단말은 CRRM이 새로운 네트워크에 대한 router 

advertisement message를 전달하면, 전달받은 네트워

크에 연결이 가능한 interface를 활성화하고 Multiple 

Care of address를 생성한 후 registration 한다. 기존 

네트워크에서 사용자의 bandwidth를 감소시켜서 사용자

의 Requirement Bandwidth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registration 과정에서 모자란 자원에 대한 할당을 요구

하여 자신이 requirement를 만족시킨다. 단말은 

multiple interface를 활용해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동시

에 이용하게 되고, CRRM에서 vertical handover 명령

이 내려오면 처음 사용하던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해제하

고 새롭게 연결이 등록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vertical 

handover를 진행한다.

4. 결론

  중첩된 네트워크의 혼재는 사용자에게 다양한 선택성

을 제공하지만, 서비스 제공자는 다양한 이기종 네트워

크들의 통합된 관리를 필요로 한다.

  본 논문은 중복된 이기종망간의 무선 네트워크에서 특

화된 Common Radio Resource Management를 통해서 

네트워크의 혼잡도에 따라 네트워크의 자원을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CRRM은 bandwidth와 사용자의 수

에 따라서 congestion 상태를 결정하며, 자신에게 연결

된 사용자를 강제로 다른 곳으로 vertical handover 시

키거나 사용자에게 할당된 Bandwidth를 adaptation 하

여 다른 사용자와 나눠 씀으로서 congestion 상태를 해

소하게 된다. 또한 사용자에게 이동 가능한 네트워크를 

지정하여 vertical handover를 시킴으로서 사용자는 별

도의 handover discovery 단계를 생략하고 정해진 네트

워크로 빠르게 vertical handover를 진행할 수 있다.

  사용자는 multiple interface를 활용하여 CRRM의 지

시에 따라 Multiple Care-of Address를 사용할 수 있으

며, 동시에 여러 네트워크를 동시에 사용하거나 좀 더 

효율적인 vertical handover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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