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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시스템에서 목표 셀과 서빙 셀 간의 부하 차이에 따라서 히스테리시스 값과 타임투3GPP LTE (Long Term Evolution) -

트리거 값들과 같은 중요한 핸드오버 파라미터를 적응적으로 적용하는 하드 핸드오버 방식을 제안한다 먼저 히스테리시스 값을 서- . ,

빙 셀과 목표 셀의 부하 차이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조절하고 그 자동 조절된 히스테리시스 값을 핸드오버 트리거 시간을 결(Trigger)

정하는데 사용한다 따라서 그러한 적응 히스테리시스 방법을 통하여 핸드오버 실패율은 개선된다 그러나 이러한 적응 히스테리시스. .

방식은 셀 경계에서 잦은 단말들의 이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핑퐁 현상이 증가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적응 히스테리시스 방식에 의해서 설정된 히스테리시스 값에 반비례하는 타임투트리거(Hysteresis) - - (Time-to-

값을 선택하는 적응 히스테리시스 기반의 적응 타임투트리거 방식을 제안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적응trigger) - - .

히스테리시스 기반의 적응 타임투트리거 방식이 기존의 고정 히스테리시스 방법과 적응 히스테리시스 방법 기반의 고정 타임투트- - - -

리거 방식보다 핸드오버 실패율과 핑퐁 발생률 측면에서 더 우수함을 확인하였다(Ping-pong) .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hard handover scheme which adaptively decides important handover parameters such as hysteresis

and time-to-trigger values considering the load difference between the target and serving cells. First of all, the hysteresis value can

be automatically adjusted according to the load difference, thus it is used to decide the handover trigger time. As a result, through

the adaptive hysteresis scheme, handover drop rate is improved. However, this adaptive hysteresis scheme has a problem that the

ping-pong effect, which occurs due to the frequent movement of mobile stations at the cell boundary, is increased. Therefore, to

solve this problem, we propose a novel adaptive time-to-trigger scheme with the time-to-trigger which is in inverse proportion to

the hysteresis value already established by the adaptive hysteresis scheme which adapts to the changing load difference between

the target and serving cells.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adaptive time-to-trigger scheme based on the adaptive

hysteresis is better than existing schemes in terms of handover drop rate and ping-pong generation.

히스테리시스 핸드오버 실패율Keyword : 3GPP LTE, (Hysteresis), Time-to-trigger (Time-to-Trigger), (Handover Failure

핑퐁 발생률Rate), (Ping-pong gener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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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기존의 세대이동통신시스템의기술적한계를극복하3

고 향후 년또는그이상까지사용자의요구를만족시키, 10

기 위한 미래 장기적 진화 커버리지 확장및 시스템 용량,

개선 데이터전송률과지연감소 그리고비용을절감하면, ,

서도제공되는서비스의품질은개선하는 시스3GPP LTE

템에대한연구가진행되고있다 시스템은현재. 3GPP LTE

이동 통신망을 기반으로 진화된다는 점에서 기존 HSDPA

또는(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 WCDMA

망과유연하게(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연동돼 끊어짐 없는 서비스가 가능하다.

시스템과 같은 고속의 데이터 위주의 서비3GPP LTE

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무선자원의효율적인관리가요

구된다 따라서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

나인핸드오버성능에 대한연구가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핸드오버는 이동국이 서비스중인기지국혹은 섹터 영역( )

을 벗어나 다른 기지국으로 이동을 할 때 계속 통화를,

유지하기 위해 통화 채널을 이동한 셀로 바꾸어 주는 것

을 말한다
[1][2]

이와 같은 핸드오버는 크게 두 가지 방식.

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기존의 통화하던 회선을 먼저 끊,

은뒤새로운기지국으로연결하는방식인하드핸드오버

와동시에 두개의기지국과통화 채널(Hard Hand= over)

을유지할수있는소프트핸드오버 로 구(Soft Handover)

분된다.

시스템에서는현재빠르게기지국을전환시3GPP LTE

킬 수 있는 하드 핸드오버 방식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하드핸드오버동작에의한핸드오버실패율과핑퐁발생률

과같은핸드오버성능을개선하기위한방식이필요하다.

핸드오버성능에영향을미치는파라미터로는대표적으로

히스테리시스와타임투트리거를들수있다 히스테리시- - .

스는 핸드오버를 하기 위한 시점을 선택하기 위한 파라미

터로써서빙셀과타겟셀의수신전력차와비교하여핸드

오버를 결정한다 또한 타임투트리거는 히스테리시스와. , - -

같이사용되는파라미터로써히스테리시스값이상의서빙

셀과타겟셀의수신전력차가이타임투트리거시간만- -

큼유지되어야비로소핸드오버호가결정된다 위와같은.

핸드오버성능에영향을주는중요한핸드오버파라미터인

히스테리시스값과타임투트리거값은핸드오버결정단- -

계에서목표셀선택후에적용된다 핸드오버성능은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끊어짐없는 이동성을 보장하는 가장 중

요한 부분이므로 가장 좋은 성능을 얻기 위하여 핸드오버

히스테리시스 값과 타임투트리거 값과 같은 파라미터들- -

을 조절하는 방법들이 연구되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핸드오버 히스테리시스 값을 목표 셀과

서빙 셀 사이의 부하차를 반영하여 적응적으로 적용하는

적응 히스테리시스 방식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셀 경

계에서의핑퐁현상을극복하기위하여타임투트리거값- -

을히스테리시스값에반비례하는값으로적응적으로적용

하는방식을제안한다 모의실험을통하여본논문에서적.

응히스테리시스기반에의해제안하는적응타임투트리- -

거 방식은 셀 간무선 자원을 효율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핸

드오버실패율성능의저하없이핑퐁현상에대한성능을

개선할수있음을확인하였다 본논문은다음과같이구성.

된다 장에서기존의핸드오버히스테리시스값과타임투. 2 -

트리거방식에대한내용을다루며 장에서는본논문에- , 3

서적응히스테리시스기반에의해제안하는적응타임투- -

트리거방식을설명한다 장과 장에서는본논문에서사. 4 5

용한시뮬레이션환경과시뮬레이션결과에대해서설명하

고 장에서 결론을 말한다6 .

기존의 핸드오버 히스테리시스와.Ⅱ
타임투트리거에 대한 방법- -

그림 은 크게 핸드오버 결정 단계1 (Handover Decision

와수락제어단계 로구성Stage) (Admission Control Stage)

된핸드오버동작과정을보여준다
[3]
따라서목표셀선택.

방법으로수신신호세기기반방식을사용할경우의핸드

오버 동작과정을 단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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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스템에서의 핸드오버 수행 절차1. 3GPP LTE

Fig. 1. The handover procedure in 3GPP LTE system

서빙기지국으로부터의신호세기가최소문턱치보다1.

작으면이동단말은그림 에서보는바와같이측정보고1

메시지를서빙기지국으로전달하(Measurement Reports)

고 핸드오버 결정 단에서 수행하게 된다.

이후에이동단말은인접한목표셀후보기지국들에2.

게수신신호의세기를측정하여그중에서가장수신신호

세기가 강한 기지국을 목표 셀로 선택하게 된다.

두셀의신호세기차가주어진히스테리시스값보다3.

큰값으로주어진타임투트리거동안유지가된다면핸드- -

오버요청 메시지를 통하여 핸드오버(Handover Request)

호수락을요청하게된다 호제어단계에서는사용가능한.

데이터율 을확인하여호수락여부를결정하게(Data Rate)

된다.

기존의 고정 히스테리시스 기반의 고정1.

타임투트리거 방식- -

기존의핸드오버수행방식은목표셀과서빙셀의신호

세기 차가 고정된 히스테리시스 ( 이상이고 고정된)

타임투트리거- - ( 동안유지가된다면핸드오버요청)

메시지를 통하여 핸드오버 호 수락을 요청하게 된다[4]
.

그림 는 고정된 히스테리시스 값과 고정된 타임투트2 - -

리거 값을 사용한기존의 가장 보편적인 고정히스테리시

스 기반 고정 타임투트리거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 .

핸드오버방식은주변셀의무선자원상태정보들을반영

하지않는고정된히스테리시스값을가지고있다 이러한.

그림 기존의 고정 히스테리시스 기반의 고정 타임투트리거 방식2. - -

Fig. 2. The existing fixed Time-to-trigger scheme based on the fixed hyster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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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된 히스테리시스 값은핸드오버 하고자 하는 타겟셀

의무선자원상태를반영하고있지않다 따라서타겟셀의.

무선자원이부족하여핸드오버호를수락할수없을시에

도고정된히스테리시스값과고정된타임투트리거값을- -

만족하면핸드오버호가발생하게된다 기존의고정히스.

테리시스기반의고정타임투트리거방식에대한식을정- -

리하면 다음과 같다.

 and  (1)

따라서기존의고정히스테리시스기반의고정타임투- -

트리거방식에서의히스테리시스 값과타임투트리거(H) - -

값은주변셀의무선자원상태에따라변하지않는고(T)

정된상수값을가지는 와 으로설정되게된다.

기존의고정히스테리시스기반의고정타임투트리거방- -

식에서의핸드오버호의발생은고정된히스테리시스값과

타임투트리거값의조건이모두만족하게되면이루어진- -

다 즉 히스테리시스조건이만족하였다할지라도타임투. , - -

트리거조건이만족하지못하면핸드오버는이루어지지않

는다.

기존의 적응 히스테리시스 기반의 고정 타임투2. - -

트리거 방식

핸드오버 실패율을 개선시키기 위해 셀의 무선 자원 상

태에따라히스테리시스값을적응적으로적용하는방식이

많이연구되어왔다 만약셀내부의부하가적은경우에는.

핸드오버 또는 신규 서비스를 요청하는 이동 단말들에게

충분한무선자원을할당해줄수있을것이다 따라서목표.

셀로핸드오버를억제하도록히스테리시스값을크게선택

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에 셀의 부하가 많은 경우 이동. ,

단말들에게충분한무선자원을할당해줄수없기때문에

목표셀로의핸드오버를빠르게수행하도록히스테리시스

값을작게선택하는것이유리하다 따라서목표셀과서빙.

셀의 부하 차이를히스테리시스 값에 반영하여 목표 셀의

자원이 부족한 경우 히스테리시스 값을 크게 적용하고 목

표 셀의 자원이 충분히 여유가 있다면 히스테리시스 값을

작게 함으로 핸드오버를 장려 또는 억제 할 수 있다[5]
.

그림 에서보이는 값과 값은히스테리3 HMmin HMmax

시스값의마진을설정한부분이다 적응히스테리시스방.

식의경우이러한최소마진과최대마진을설정하여주지

않을 시 히스테리시스 값이 비현실적으로 작거나 크게 설

그림 기존의 적응 히스테리시스 기반의 고정 타임투트리거 방식3. - -

Fig. 3. The existing fixed Time-to-trigger scheme based on the adaptive hyster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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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될수있다 식 는목표셀과서빙셀의부하도의차이. (2)

를 나타내는 ∆에 따라 다른 히스테리시스 값을 선택하
는기존적응히스테리시스기반의고정타임투트리거방- -

식을 나타낸다.

∆ and  (2)

여기에서 ∆ 이고 과 은
각각 목표셀 부하정보와서빙셀부하정보를나타낸다.

따라서 적응 히스테리시스 방식의 경우에서는 목표 셀과

서빙셀의부하차 (∆ 가큰경우에는고정히스테리시스)

값을나타내는  에∆를더하게되기때문에큰히
스테리시스 값이 선택되고 반면에 ∆가 작은 경우에는
작은 히스테리시스 값이 선택되기 때문에 히스테리시스

값은(H) ∆에의해적응적으로설정된다 시. 3GPP LTE

스템의에서의 는 를통eNB (Evolved Node B) X2 interface

해각기다른 와상호연결된다 예를들어 시스eNB . , LTE

템에서단말들의핸드오버지원을위해서 각기다른, eNB

와연결할필요가있는 사이에는 가존재eNB X2 interface

한다[6]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표 셀과 서빙 셀의. 1

부하 정보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교환되며 핸드오버X2

결정단계에서교환된부하정보를주변셀부하정보를활

용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나적응적인히스테리시스방식은히스테리시스값

을 작게 또는 크게 선택될 수 있어서 만약 히스테리시스

값이작게선택되는경우에셀경계에서있는이동단말들

이핸드오버가불필요하게빈번하게발생함으로써나타나

는핑퐁현상이증가할것이다 따라서이러한적응적인히.

스테리시스기반의핸드오버방식에서는핑퐁현상증가의

문제점을해결해주는새로운방식이필요하다 본논문에.

서는 이러한 적응히스테리시스 방식의 핑퐁 현상을 감소

시키기위해또하나중요한핸드오버파라미터중하나인

타임투트리거값을목표셀과서빙셀간의부하차이에- -

따라서 적응적으로 적용시키는 방식을 제안한다 본 논문.

에서제안하는적응히스테리시스기반의적응타임투트- -

리거 방식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제안하는 적응 히스테리시스 기반의 적응.Ⅲ
타임투트리거 방식- -

적응히스테리시스방식에서핑퐁현상증가의문제점을

그림 제안하는 적응 히스테리시스 기반의 적응 타임투트리거 방식4. - -

Fig. 4. The proposed adaptive Time-to-trigger scheme based on the adaptive hyster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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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위해서히스테리시스와타임투트리거를반비례- -

하는값으로설정하는것이좋다 따라서본논문에서제안.

하는핸드오버방식은우선목표셀과서빙셀의부하차이

에 따라 히스테리시스 값이 다르게 설정하였다.

그림 에 보는 바와 같이 제안하는 적응 히스테리시스4

기반의적응타임투트리거방식에서의히스테리시스값- -

은적응히스테리시스방식이기때문에식 에서사용한(2)

히스테리시스의값과동일한방식으로설정한다 다시말.

해서 값과 셀의 부하도를 반영한 ∆를 더한 히스
테리시스값 를최종적으로사용된다 또한타임투트(H) . - -

리거값은목표셀과서빙셀의부하차에따라다르게적

용한다 예를들어 목표셀이서빙셀의부하보다클경우. ,

즉( , ∆가값이 보다클경우에는짧은타임투트리거0 ) - -

( 값을설정하고 목표 셀의부하가 서빙셀의부하)

보다작을경우 즉( , ∆가값이 보다작을경우에는긴0 )

타임투트리거- - ( 값을 설정한다 결과적으로 제안) .

한방식에서는 ∆에따라다른타임투트리거를적용함- -

으로써 ∆의 값이 보다 작아서 작은 히스테리시스 값0

을 가지는 경우에 긴 타임투트리거 값을 설정함으로써- -

핸드오버 실패율의 성능 저하 없이 이동 단말들의 핑퐁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적응 히스.

테리시스기반의적응타임투트리거방식을정리하면아- -

래 식과 같다.

∆ and   i f∆ 
∆ and    (3)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적응 히스테리시스

기반의 적응 타임투트리거 방식에서는- - ∆에 의해서
히스테리시스값이다르게선택지고동시에그선택된히

스테리시스값에반비례하는타임투트리거값을사용하- -

게된다 제안된적응히스테리시스기반의적응타임투. - -

트리거방식과기존의고정히스테리시스방법과적응히

스테리시스 방법 기반의 고정 타임투트리거 방식과의- -

성능비교를위한시뮬레이션 환경과결과는 장과 장IV V

에서 보여준다.

시뮬레이션 환경.Ⅳ

본논문에서제안한목표셀과서빙셀의부하차이를반

영한적응히스테리시스기반의적응타임투트리거방식- -

과기존방식들과의성능비교를하기위해서 를기반C++

으로하는 시뮬레이터를사용하였다 본장에서3GPP LTE .

는시뮬레이션환경모델과사용된시뮬레이션파라미터들

에대해설명한다 표 은본논문에서사용한시뮬레이션. 1

파라미터들을 보여주고 있다.

표 시뮬레이션 파라미터1.

Table 1. The simulation parameter

파라미터 이름 값

셀 레이아웃 (Layout) 2-Tier, 19 Cells

셀 반경 1 Km

셀 대역폭 5 MHz

최고 데이터율 20 Mbps

의 전송 전력eNB 43 dBm

단말 사용자 당 최대 서비스 수 4

음영 손실 의 표준 편차(Shadowing) 6.5 dB

핸드오버 파라미터

hfixed : 3.5dB

HMmin : 1.5dB

HMmax : 5.5dB

Tfixed : 20ms

Tshort : 10ms

Tlong : 30ms

전파 확산 환경1.

본 논문에서 사용된 시뮬레이션의전파확산환경은 경

로손실 와음영손실 을고려한환(Path Loss) (Shadowing)

경으로 설정하였다 경로 손실 모델 은 아래와 같다. [7] .

 log

이때 은기지국과이동단말의길이로 단위를갖, R km

는다 음영손실모델은움직이는이동단말들에대해서값.

이 갱신되는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아래와 같다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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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Wa, Wb, Wc는가중치들에대한값이다 이때. Wa

에서 는 이며d 1.944m (70km/h * 100ms), dcorr는 로설33m

정하였다 또한 는 링크상의 공통 값이다. C
[8] 다음으로.

는평균이 인정규분포를갖는확률변수값이며 시N(0, ) 0 ,σ

뮬레이터에서는 표준편차가 가 되도록하였다 또한6.5dB .

기지국의 송신 전력은 으로 고정하였다43dBm .

서비스 종류2.

본 시뮬레이터는 다중 서비스를 사용하는 환경을 기준으

로하였고 사용자는최소 개의서비스에서최대 개의서, 1 4

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

단말이사용하는 가지서비스의종류는다음과같다4
[9][10]

.

첫번째로 서비스는이동통신의가장, VoIP (Voice over IP)

보편적인음성통화서비스를의미하며 두번째로 스트리밍, ,

음악 은 실시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Streaming Music)

의미한다 세번째 웹브라우징 은현재급. , (Web Browsing)

성장 하고 있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의 웹 브라우징 기반

인터넷 서비스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 P2P (Peer-to-peer)

는이동단말들간에데이터를교환하는전송서비스를의미

한다 따라서각서비스별로요구하는데이터율은서로다를.

것이다 본논문에서는아래표 와같이각서비스별요구. 2

데이터율과 서비스 사용 비율을 정의하였다.

서비스 종류

VoIP 스트리밍 뮤직 웹 브라우징 P2P

서비스별 요구 데이터율 64 Kbps 128 Kbps 512 Kbps 512 Kbps

서비스별 사용 비율 40% 15% 30% 15%

표 각 서비스 별 요구 데이터율과 사용 비율2.

Table 2. The data rate and usage ratio per service type

수락 제어 방법과 단말 이동 모델3.

각각의서비스들은표 에서있는데이터율을사용하도2

록 하였고 수락 제어 방식의 경우 전통적인 모델인 하드

수락제어방식을사용하였다 하드QoS . QoS (Quality of

수락 제어방법의 경우에 호 수락 요청될때마다Service)

요구되는 데이터율이 셀 당 총 의 데이터율 범위20 Mbps

내에서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율 보다 작은 경우에는 호를

수락해주고 그렇지 않은경우에는 호 수락을 거절하는 방

식이다 이동단말의이동모델은. RDM (Random Direction

을 사용하였다 이 모델은 이동 단말이 일정시간Model) . t

동안한방향으로일정한확률 에따라일정한거리를움p

직이는모델이다 모든이동단말들은서로다른확률로이.

동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속력을 가지게 되며

평균 속도는 로 설정하였다 여기에서 시간 는70km/h . t

중에서의 임의의 값을 가지도록 하였다0~120sec .

시뮬레이션 결과.Ⅴ

본장에서는 장에서설명한시뮬레이터환경을기반으IV

로수행된시뮬레이터결과를보여준다 성능의비교는제.

안된적응히스테리시스기반의적응타임투트리거방식- -

과 기존의 고정 히스테리시스 방법과 적응 히스테리시스

방법기반의고정타임투트리거방식들의핸드오버실패- -

율과핑퐁발생률측면에서비교분석하였다 그림 와그. 5

림 은제안한방식과기존방식들에대해전체서비스들의6

핸드오버실패율과핑퐁발생률을나타내며그림 과그림7

은 제안된 적응 히스테리시스 기반의 적응 타임투트리8 - -

거 방식의 서비스 별 핸드오버 실패율과 서비스 별 핑퐁

발생률을각각나타내고있다 모든결과그래프들은호발.

생률을 로 고정시켰을 때 그린 그림이다0.034 .

그림 는제안한방식과기존의방식들에대한핸드오버5

실패율에대한성능그래프를보여주고있다 그림 로부터. 5

고정히스테리시스방식의핸드오버실패율이 로적6.43 %

응 히스테리시스 방식들의 와 보다 핸드오버4.95% 5.04%

실패율이더높음을알수가있다 따라서본결과로 부터.

우리는 적응 히스테리시스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고정 히

스테리시스방식을사용하는것보다핸드오버실패율측면

에서더유리함을확인할수가있다 또한그림 는기존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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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히스테리시스기반고정타임투트리거방식과제안- -

한적응히스테리시스기반적응타임투트리거방식이서- -

로 비슷한 핸드오버 실패율을 가짐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은핸드오버실패율성능이우수한적응히스테리6

시스기반에서고정타임투트리거와적응타임투트리거- - - -

에대한핑퐁발생률성능을보여주고있다 적응히스테리.

그림 세 가지 방식에 의한 핸드오버 실패율5.

Fig. 5. The handover failure rate by the three schemes

그림 적응 히스테리시스 방식들에서의 핑퐁 발생률6.

Fig. 6. The ping-pong generation rate in adaptive hysteresis sc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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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 방식에서는 히스테리시스 값이 최소 마진과 최대마

진을 사이에서 선택되기 때문에 작은 히스테리시스 값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셀 경계에 존재하는 사용

자가 작은 히스테리시스를선택하게 되는 경우 빈번한핸

드오버발생에의한핑퐁현상이높게발생하게된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적응 히스테리시스 방식의 핑퐁

발생률 증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히스테리시스 값에

반비례하는타임투트리거값을적용하였다 따라서그림- - .

에서보이는것처럼제안하는적응히스테리시스기반의6

적응타임투트리거방식은기존의적응히스테리시스기- -

반의고정타임투트리거방식보다더적은핑퐁발생률을- -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각 서비스 별 사용 비율은 표 와 같이 정의되어 있고2

각 이동 단말은 최대 개까지의 서비스를 동시에 서비스4

할수있는환경하에서시뮬레이션을수행하였다 그림. 7

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적응 히스테리시스 기반의 적응

타임투트리거방식의서비스별핸드오버실패율을나타- -

내는그래프이다 각서비스별핸드오버실패율은표 에. 2

서제시한각서비스별요구데이터율과밀접한관련이있

다 따라서그림 에서보여주는바와같이 와스트리. 7 VoIP

밍음악같은실시간서비스들이웹브라우징과 와 같P2P

은 비 실시간 서비스들의 요구 데이터율 보다상대적으로

작기때문에핸드오버실패율성능이더작음을확인할수

있다 또한비실시간서비스의경우에웹브라우징과. P2P

의 요구 데이터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핸드오버 실패율이

비슷함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림 은본논문에서제안하는적응히스테리시스기반8

의 적응 타임투트리거 방식의 서비스 별 핑퐁 발생률을- -

나타내는그래프이다 핑퐁발생률은핑퐁발생갯수핸드. /

오버성공횟수로계산된다 따라서각서비스별핑퐁발생.

률은위의표 에서제시한각서비스별사용비율과그림2

에서나타나는핸드오버실패율과관련이있다 상대적으7 .

로많은사용비율을차지하는 와웹브라우징의핑퐁VoIP

발생률이 작게 나타나고상대적으로 사용 비율이 낮은 스

트리밍음악과 서비스의핑퐁발생률이높은것을 알P2P

수있다 또한 와웹브라우징 스트리밍음악과. , VoIP , P2P

서비스 측면에서는 핸드오버 실패율이 높은 웹 브라우징

서비스와 서비스의핑퐁발생률이높은것을확인 할P2P

수 있다.

그림 제안하는 적응 히스테리시스 기반의 적응 타임투트리거 방식에서 서비스 별 핸드오버 실패율7. - -

Fig. 7. The handover failure rate per service type in the proposed adaptive Time-to-trigger scheme based on the adaptive Hysteresis



496 방송공학회논문지 년 제 권 제 호2010 15 4

결 론.Ⅵ

본논문에서는 시스템환경에서하드핸드오3GPP LTE

버의 핸드오버 실패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목표 셀과서

빙 셀의 부하차이에 따라 히스테리시스 값을 적응적으로

결정하는 적응 히스테리시스 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핑퐁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 결정된 히스테리시스 값에

반비례하는타임투트리거값을사용하는적응타임투트- - - -

리거 방법을 제안한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하여 기존의.

적응히스테리시스기반의고정타임투트리거방법과비- -

교해 볼 때 핸드오버 실패율 측면에서의 성능 저하 없이

핑퐁 발생률 측면에서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적응 히스테.

리시스기반의적응타임투트리거방식은목표셀과서빙- -

셀사이의부하정보를 인터페이스를통해서교환하는X2

시스템에서핸드오버성능을높이는중요한방3GPP LTE

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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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제안하는 적응 히스테리시스 기반의 적응 타임투트리거 방식에서 서비스 별 핑퐁 발생률8. - -

Fig. 8. The ping-pong generation rate per service type in the proposed adaptive Time-to-trigger scheme based on the adaptive Hyster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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