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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속 유선 인터넷 망의 발달과 다양한 무선 이동통신의 발 으로 WLAN, WiBro, CDMA2000, UMTS와 같은 다양

한 이기종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가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다[1]. 이러한 첩된 다양한 이기종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자

의 vertical handover가 증가하게 되었고 다양한 무선네트워크 에서 사용할 네트워크를 선택하거나 이동할 네트워크를 결정

하여야 한다[2]. 하지만 각각의 네트워크들이 별도로 서비스 되어 네트워크 자원이 통합 으로 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Common Radio Resource Management (CRRM)가 제안되었다[3].

   본 논문에서는 CRRM에 련하여 2가지 통합자원 리방안을 제안한다. 첫 번째는 네트워크에 새로운 사용자가 진입하

을 때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네트워크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Integrated network selection알고리즘과 두 번째로 가

용자원이 부족하여 새로운 사용자의 인증을 처리할 수 없을 때 기존 사용자를 주변의 네트워크로 vertical 

handover시킬 것을 결정하는 Integrated vertical handover알고리즘에 해서 제안한다. 

2. 본 론

   CRRM은 첩한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라디오 속 기술들의 사용가능한 자원을 효과 이고 동등하게 리하여 사용자가 

하나의 Resource Pool과 같이 자원을 효율 으로 리하는 방안이다[3]. 단말은 네트워크와 연결할 때 여러 인터페이스를 동시

에 사용하지 않고 하나의 인터페이스만을 사용하여 해당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사용하게 된다. CRRM은 각각의 네트워크 자원을 

리하며 네트워크의 가용자원, 사용비용, 인터페이스별 신호세기 등을 고려하여 네트워크와 사용자간의 연결을 리하고, 네트

워크의 가용 자원이 부족 할 때 새로운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자의 vertical handover을 결정하고 조건에 맞는 사용자

를 선택하여 가용자원이 충분한 네트워크로 vertical handover하도록 지시를 내린다. 

   본 논문에서는 CRRM에 련하여 2가지 통합자원 리방안을 제안한다. 

   첫 번째로 제안하는 Integrated network selection 알고리즘은 네트워크의 가용자원과 단말의 요구 역폭을 고려하여 

가장 최 의 네트워크에 단말을 연결하려는 알고리즘으로 단말이 요구하는 네트워크의 자원이 부족할 경우 연결 가능한 

다른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단말과 네트워크의 연결이 가능하게 한다. Integrated network selection 알고리즘의 동작 

차는 단말이 네트워크 사용을 요청하면 objective function을 통해 data rate를 계산하여 그 값이 최 값이 나오는 

네트워크를 단말이 요구하는 bandwidth를 지원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선택하고, 만약 부족하게 될 경우 차선의 

data rate를 갖는 네트워크를 선택하게 된다. 

   두 번째로 제안하는 Integrated vertical handover 알고리즘은 CRRM에서 사용자의 vertical handover를 리하고 

이동할 네트워크를 결정하여 사용자를 이동시킴으로써 좀 더 효율 인 리가 가능하게 된다. 특히 네트워크의 가용

자원을 모니터링 하여 특정 네트워크에서 가용 자원이 부족하여 새로운 사용자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될 경우 기존 네

트워크의 사용자를 선택하여 vertical handover 시켜 네트워크의 자원을 확보하게 된다. Integrated vertical handover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 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KRF-2007-521-D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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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알고리즘의 동작 차는 특정 네트워크의 가용자원이 부족하여 새로운 사용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되면 

objective function을 통해 data rate를 계산하여 그 값이 최소값을 갖는 단말을 선택하여 CDMA2000 네트워크로 

vertical handover 시키게 된다. 만약 CDMA2000 네트워크에서도 가용자원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그 사용자는 

blocking 당하게 된다. CRRM에서 사용자를 선택할 때 새로운 사용자의 request bandwidth에 weigh factor인 γ에 따라

서 max request를 결정하게 된다. CRRM은 사용자를 선택할 때 max request 범 이상의 bandwidth를 갖는 사용자를 

선택하여 objective function을 통해 data rate를 계산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CRRM 리방안의 성능분석을 해 다음과 같은 모델을 구성하 다. 네트워크의 구성은 CDMA2000, 

UMTS, WiBro, WLAN으로 구성하 으며, 각각의 네트워크들이 집 되어 구성이 이루어진다. 각각의 이기종 네트워크들은 기

지국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신호세기가 약해지며, 단말은 한 번에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VoIP, 

VOD, WEB, FTP의 4가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각 서비스  한 개를 선택해서 네트워크에 연결 요청을 하게 된다. 

   시뮬 이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제안된 통합자원 리방안은 신호세기를 고려하여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보다 낮은 blocking probability를 보여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동일한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사용신청을 할 때 

통합자원 리방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request를 수용할 수 없게 되면 네트워크와 연결을 하지 못하고 

blocking이 되지만 제안하는 통합자원 리 방안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의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최 의 상황을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선택하여 분산하여 사용자를 수용할 경우 좀 더 효율 인 리가 가능하게 된다.

   Integrated network selection 알고리즘이 동작하여 본 결과는 기본 으로 WLAN의 bandwidth가 가장 좋기 때

문에 많은 사용자가 집 된 것을 볼 수 있으며, 각 네트워크의 bandwidth에 따라 사용자가 분산된 것을 볼 수 있

다. 특히 objective function에서 weight factor로 고려한 α값의 변화에 따라 네트워크 사용률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α값이 0으로 네트워크의 Cost만을 고려할 때는 가장 렴한 WLAN에 사용자가 가장 많이 집 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α값이 증가하여 네트워크의 가용 bandwidth와 인터페이스의 신호세기를 고려하는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서 WiBro 네트워크의 사용자가 증가하게 되고 α값이 1이 되었을 때 WLAN의 사용률이 가장 낮아지고 UMTS 

네트워크의 사용률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제안한 Integrated network selection 알고리즘이 동작하여 지

정된 factor에 따라 고른 분산을 수행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Integrated vertical handover 알고리즘이 동작하여 본 결과에서는 이동시키는 CDMA 네트워크의 Cost가 높기 때문에 기

본 으로 Cost가 높은 네트워크에서 사용자를 선택하는 것을 고려한다. objective function에서 weight factor로 고려한 β값

의 변화에 따라 선택비율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β값이 0으로 네트워크의 Cost만을 고려할 때는 네트워크의 Cost가 높

은 UMTS 네트워크에서 주로 선택을 하게 되며 β값이 증가하게 되면 가용자원이 으면서 신호세기가 안 좋은 사용자를 선

택해서 이동시키게 되는데 β값이 1이 되었을 때는 상 으로 사용자가 많은 WLAN과 WiBro에서 많은 user를 선택해서 

vertical handover 시킨다. 결과에서 β의 값이 0.95가 넘을 때 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네트워크

별 Cost의 차이에 따른 objective function의 계산 값이 상 으로 높아 Cost의 향력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β값

이 증가하여 네트워크의 가용자원과 단말의 신호세기를 고려할 경우에는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Integrated network selection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면서 CRRM에서 리하는 

네트워크들의 사용률을 고르게 분포하도록 제어하고 있으며, Integrated vertical handover 알고리즘을 통해서 가용 자원이 

부족한 네트워크에서 objective function을 통해 계산한 data rate값이 낮은, 즉 재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와의 연결 상

태가 좋지 않은 사용자를 선택해서 다른 네트워크로 이동시킴으로써 자원을 확보하고 사용자에게 효율 인 서비스를 제

공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통합자원 리 방안을 사용함으로써 네트워크 리자는 다양한 서비스를 안정 으로 지원

하면서 네트워크의 사용빈도를 고르게 분포시킬 수 있으며, 최 한 많은 사용자를 네트워크에서 사용하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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