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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이동 멀티미디어 컴퓨팅 환경에서 동적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한 
QoS(Quality of Service) 제어 기법을 제시하였다. 동적 우선순위는 과거에 사용자가 경
험한 대역폭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핸드오프 허가 제어 과정에서 대역폭을 할
당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동적 우선순위는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MH(Mobile 
Host)들이 핸드오프 후에도 지속적으로 낮은 QoS 를 제공 받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동적 우선순위를 이용한 QoS 제어 기법은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성능을 평가하였다. 기본적인 대역폭 할당, 완전 대역폭 예약 그리고 적응적 
대역폭 예약을 비교 대상으로 하고, 신규호 성공률·핸드오프호 성공률·대역폭 이용

률을 성능 메트릭으로 선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신규호 성공률, 
핸드오프호 성공률 그리고 대역폭 이용률이 타 기법에 비하여 우수함을 알 수 있었

다. 
 
1. 서론 

 
 이동 컴퓨팅 환경에서 사용자는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무선망

을 통해 인터넷과 같은 유선망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컴퓨터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정보의 유형이 
문자, 숫자와 같은 단순 데이터에서 오디오

(audio), 비디오(video) 등을 포함하는 멀티미

디어 데이터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
동 컴퓨팅 환경에서도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기존의 문자위주의 단순 데이터와는 달리 데
이터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QoS 에 민
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네트워크나 단
말기의 불안정한 상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멀
티미디어 데이터의 끊김 현상은 시스템 성능

의 저하를 가져온다. 

                                                           
∗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목적기초연구(R01-

2001-000-00333-0)지원으로 수행되었음 

Gbps 의 대역폭을 갖는 유선망에 비해, 무
선망은 수십 Kbps 정도의 낮은 대역폭을 가지

고 있으며, 단말기는 휴대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데이터 처리장치, 저장장치, 입·출력

장치 등의 성능이 낮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
다. 또한 사용자의 이동에 따른 빈번한 단절

현상(disconnection)과 데이터 지연현상(delay)
은 높은 QoS 를 제공할 수 없는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이 시스템 성능이 낮은 이동 컴퓨팅 
환경에서 원활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무선망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양한 
QoS 요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사용자의 
이동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기존의 이동 멀티미디어 컴퓨팅 환경에서 
QoS 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들[2][3][6][7][9] 
[10][11]은 주로 대역폭 예약기법을 통하여 
QoS 를 지원하고 있다. 대역폭 예약은 핸드오

프호(call)의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

여 제시된 기법으로 사용자의 이동을 미리 
예측하여 해당 셀의 대역폭을 예약하는 것이

다. 그러나 대역폭 예약 기법은 대역폭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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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할 셀과 예약할 대역폭 양을 선택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예약된 대역폭 미사

용에 따른 대역폭의 낭비는 다른 핸드오프호

나 신규호의 드롭핑(dropping)을 초래하는 문
제점을 가지고 있다.  

[8][9]에서는 호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가용대역폭 등과 같은 네트워크 상태 정보와 
사용자 위치 등과 같은 사용자 관련 정보가 
광범위하게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시
스템에 많은 사용자가 존재할 경우 네트워크 
과부하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대역폭의 예약 없이 효율적으로 
대역폭을 할당하고, 네트워크 시스템의 광범

위한 정보 없이도 핸드오프호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동 멀티

미디어 컴퓨팅 환경에서 동적 우선순위를 기
반으로 한 QoS 제어 기법을 제시한다.  

동적 우선순위는 사용자에게 공정한 채널 
할당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거에 사용자가 
경험한 QoS 의 저하를 우선순위에 반영하여 
핸드오프호를 제어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

한다. 즉, 셀의 가용대역폭이 핸드오프호가 
요구하는 대역폭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핸드오프호의 우선순위가 셀내에 존재하는 
기존 호들보다 높다면, 셀 내에 존재하는 다
른 호들 중에서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호의 대역폭을 강제적으로 회수하여 이를 핸
드오프호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조건을 가진 사용자들이 시간적 차이

에 의한 대역폭 부족 현상으로 인하여 낮은 
QoS 를 제공받고, 이동 후에도 지속적으로 낮
은 QoS 를 제공받게 되어 누적되는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10]. 동적 우선순위는 
불이익을 받은 사용자에게 핸드오프 후에 높
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낮은 QoS 를 받은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위한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이동 컴퓨팅 환경에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QoS 제어 관련 기법들에 대하

여 살펴보고, 3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

고자 하는 신규호 및 핸드오프호의 효율적인 
제어를 통한 QoS 보장 기법을 기술한다. 4 장

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제시된 기법의 
우수성을 검증하며, 마지막으로 5 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2. 관련연구 
 
이동 컴퓨팅 환경은 무선통신(wireless 

communication), 이동성(mobility), 휴대성

(portability)이라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1].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빈번한 단절

현상과 데이터 전송지연 등이 발생하며, 단말

기의 성능은 매우 제한적이다[1]. 이러한 제한

된 성능을 가진 이동 컴퓨팅 환경에서 멀티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효율적인 사용자 이동성 지원이 요구된

다. 
이동 컴퓨팅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셀(cell)

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셀과 셀 
사이를 이동하면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데, 이러한 사용자의 이동을 핸드오프라고 한
다. 일반적으로 각 셀에는 유선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는 BS(Base Station)가 존재하며, 
BS 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용자가 요
청한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사용자의 이동성

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각 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대역폭은 제한되어 있으며, 각 사용

자에게 보다 높은 대역폭을 제공하기 위해서

는 BS 가 담당하는 MH 의 수가 적어야 한다. 
특히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는 MH 당 평균 1∼2Mbps 정도의 대역폭이 
필요하다[12]. 따라서 최근에 제안된 시스템의 
셀 반경은 점점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며, 지
름이 약 100∼200 미터 정도인 마이크로 셀을 
사용하기도 한다[12]. 이처럼 셀의 반경이 축
소됨에 따라 핸드오프는 더욱 빈번히 발생하

게 되는데[12][13], 예를 들어, 시속 50∼70Km 
정도의 속도로 이동하는 MH 가 마이크로 셀
룰러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면 약 5∼10 초마다 
핸드오프를 수행하게 된다.  

빈번한 핸드오프는 시스템의 성능에 많은 
영향을 준다. MH 의 핸드오프를 처리하기 위
해서는 MH 와 BS, BS 와 BS 사이의 통신이 
필요하며, 이러한 통신은 시스템에 많은 부하

를 가중시킬 수 있다. 특히 MH 와 BS 사이의 
통신은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무
선 대역폭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MH 의 빈번한 핸드오프를 지원하고, 높은 
QoS 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핸드오프 처리 기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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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컴퓨팅 환경은 사용자의 이동성과 
무선 네트워크 고유의 특징으로 인하여 기존

의 고정 컴퓨팅 환경에 비하여 네트워크 상
태가 동적이며, 그 변화가 매우 다양하다

[3][5][11].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

케이션은 이러한 동적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

한 후 QoS 를 조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

을 적응(adaptation)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MH 가 핸드오프를 수행할 때, 가용대역폭, 에
러율 등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적응은 이러한 환경에서 QoS 를 제어하기 위
한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본 논문에서는 동
적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하여 네트워크 상태 
변화에 따라 대역폭 할당과 허가 제어를 할 
수 있는 적응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제한된 대역폭을 가진 이동 컴퓨팅 환경

에서 MH 에게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역폭의 효율적인 할당이 필요하

다. 또한 다수의 MH 가 동일한 셀에 핸드오

프호를 요청 할 경우, 셀에 존재하는 기존의 
MH 와 새로운 MH 에게 대역폭을 할당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즉, 대역폭의 할당은 QoS 
제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2][3][4][6][7][10]  
[11].  

[2]는 대역폭 요구량 예측을 기반으로 대
역폭을 할당하는 기법으로, 셀을 3 단계로 분
할한 SC(Shadow Cluster) 구조를 기반으로 하
고 있다. [2]는 MH 의 대역폭 요구량을 예측

하기 위하여 특정 MH 가 가까운 미래에 특정 
셀에 거주할 확률인 AMP(Active Mobile 
Probability)를 사용하고, 셀의 현재 사용중인 
대역폭을 예측하기 위하여 CU(Currently Used 
bandwidth)를 사용한다. 즉, AMP 를 이용하여 
시간 t 에 MH 가 위치하게 될 셀을 예측하고, 
동일한 시간에 그 셀의 BS 가 사용하게 될 
대역폭의 양을 예측하여 대역폭 할당을 수행

한다. 그러나 이 기법은 방대한 사용자 정보 
및 셀 정보 처리에 따른 오버헤드가 존재하

므로 규모가 큰 시스템에는 적합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7]은 대역폭을 할당하는 기준으로 우선순

위를 사용하는 기법으로, 호의 종류(핸드오프

호/신규호), 어플리케이션의 종류(실시간 어플

리케이션/비실시간 어플리케이션), MH 의 속
도(Fast/Slow)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신
규호보다는 핸드오프호에, 비실시간 어플리케

이션보다는 실시간 어플리케이션에, 속도가 
느린 MH 보다는 빠른 MH 에게 높은 우선순

위를 부여한다. 만일 MH 들의 총 요구 대역

폭이 셀의 할당 가능한 대역폭을 초과하였다

면, 가장 낮은 우선순위를 갖는 MH 의 서비

스가 강제로 종료된다. 이 기법은 신규호가 
항상 낮은 우선순위를 갖게 되므로 핸드오프

호에 비하여 신규호의 손실률이 높은 단점이 
있다. 

대역폭 예약은 신속한 핸드오프의 처리를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다. 완전 
대역폭 예약은 모든 이웃 셀의 대역폭 예약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이다. 이 기법은 모든 
이웃 셀의 대역폭을 예약하므로, 예약된 대역

폭 미사용에 따른 손실이 매우 큰 단점이 있
다. 적응적 대역폭 예약을 제시한 [3]은 공유 
풀(pool)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종류를 Class I(실시간 데이터)과 Class II(비실

시간 데이터)로 구분하여 각각 서로 다른 대
역폭 할당 정책을 적용한다. 공유 풀은 완전 
대역폭 예약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

로, 이웃 셀의 대역폭 예약 요구 중에서 특정 
양의 대역폭만을 예약하는 공간이다. 이 기법

은 이동한 셀의 가용대역폭이 MH 의 최소 대
역폭 요구량(minimum bandwidth request)보다 
적은 경우 Class I 호는 손실되는 반면, Class II 
호의 경우는 가용대역폭이 전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용대역폭이 최소 대역폭 요구량 
이하라도 허가되는 정책을 사용한다. 또한 
Class I 호는 대역폭 예약을 수행하는 반면, 
Class II 호의 경우에는 대역폭 예약을 수행하

지 않으며, Class I 호의 경우 대역폭 예약이 
실패한다면, 해당 호는 손실된다.  

예약 기법에서는 예약할 대역폭 양의 결
정, 대역폭을 예약할 셀의 선택이 매우 중요

하며, [3]은 대역폭을 예약하는 기준으로 핸드

오프 될 MH 가 요청한 대역폭의 양과 현재 
연결되어 있는 Class I 호의 수를 이용한다. 
즉, 이웃 셀의 MH 들이 요청한 대역폭 요구

량의 평균값 또는 최대값을 이용하거나 현재 
서비스중인 Class I 연결의 수를 이용한다. 이 
기법은 신속한 핸드오프 처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예약된 대역폭의 부족과 예약

된 대역폭 미사용에 따른 대역폭의 낭비로 
인하여 다른 핸드오프호나 신규호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3



3. 동적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한 QoS 
제어 

 
본 장에서는 동적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한 QoS 제어 메커니즘을 기술한다. 동적 우
선순위는 신규호 및 핸드오프호 제어 과정에

서 대역폭을 할당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3.1 시스템 모델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이동 멀티미디어 

컴퓨팅 시스템은 그림 1 과 같이 셀을 기반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셀에는 하나의 BS 가 
존재한다. 또한 휴대용 단말기인 MH 는 자유

롭게 셀과 셀 사이를 이동하면서 무선 네트

워크를 통하여 BS 로부터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BS 는 유선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으며, 무선 네트워크를 통하여 자신의 영역

에 거주하는 MH 와 데이터를 송·수신 할 수 
있다. 또한 MH 와의 연결설정 및 유지, MH
의 위치관리, QoS 제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유선
네트워크 MH

BS무선
네트워크

 
그림 1 시스템 모델 

 
3.2 보상을 기반으로 한 동적 우선순위 

 
동적 우선순위는 QoS 저하에 대한 보상을 

통한 공정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핸드오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MH 가 
대역폭 부족현상으로 인하여 낮은 QoS 를 제
공받을 수 있다. 또한 이 MH 가 다른 셀로 
이동하더라도 셀의 가용대역폭이 자신의 요

구량보다 적다면, 계속해서 낮은 QoS 를 제공

받게 된다. 이와 같이, MH 가 여러 셀을 이동

하는 과정에서, 특정 MH 는 지속적으로 낮은 

QoS 를 제공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2].  
위와 같이 누적되는 QoS 의 손실은 이동 

컴퓨팅 환경에서 원활하지 못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인이 된다. 예를 들어,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특정 셀
에서 끊김 현상을 경험한 후 다른 셀로 이동

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동 한 목적 셀에 충분

한 대역폭이 존재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지속적으로 끊김 현상이 발생

하여 사용자는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
하게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핸드오프 후에 낮은 QoS 를 
제공받은 사용자에게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

하여 낮은 QoS 를 제공받은 것에 대한 보상

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보상을 위하여 호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대역폭을 할당하는 기준으

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정적 우선순위(static priority) : 신규호 

요청 시에 사용자가 사용하는 어플리

케이션에 따라 결정되는 값으로, “높
음”(실시간 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 
“중간”(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 “낮
음”(비-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의 3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규호 및 
핸드오프호 허가 제어 시에 사용된다. 

 동적 우선순위(dynamic priority) : 이동

하기 전 셀에서 경험한 대역폭의 변
화량을 반영하는 값으로, 핸드오프호 
요청 시에 BS에서 계산되어 정적 우
선순위와 함께 대역폭 할당 기준으로 
사용된다. 

 
3.2.1 QT(QoS Table) 

 
사용자가 경험한 대역폭 변화에 효과적으

로 적응하기 위하여 QoS 정보를 저장하는 
QT 를 사용한다. QT 는 표 1 과 같은 필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필드의 의미와 역할은 
다음과 같다. 

 
 CellID : MH가 방문했던 셀의 ID이다 
 DP (Dropped Packet) : MH가 CellID에 

거주하는 동안 손실된 데이터 패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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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역폭의 
변화를 의미한다[5]. 

 RT (Residential Time): MH가 CellID에 
거주한 시간을 나타내며, 초(second)
를 기본 단위로 한다. 

 CV (Compensate Value): 보상값으로, 
핸드오프가 발생할 때마다 1씩 증가

하며, 초기치는 1로 설정된다. 
 

표 1 QT 필드 

CellID DP RT CV 

 
QT 는 각 MH 마다 생성되는 테이블로서, 

MH 가 최초 연결을 시도한 BS 에서 생성되어, 
핸드오프가 수행될 때마다 새로운 BS 로 전
달된다. QT 필드값 갱신은 이 과정에서 수행

된다.  
 

3.2.2 동적 우선순위 
 
동적 우선순위는 QT 정보를 바탕으로 

CoB(Change of Bandwidth) 값과 정적 우선순위

를 이용하여 계산된다. CoB 는 MH 가 셀에 거
주하는 동안 경험한 대역폭 변화량을 나타내

는 값으로, 손실된 데이터 패킷의 수를 이용

하여 (식 1)과 같이 계산된다. 이때, 
Mk(mobility count)는 MH 가 k-1 번째로 이동한 
셀이라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M3 는 MH 가 
두 번째로 이동한 셀을 의미하고, M1 은 MH
가 최초로 진입한 셀을 의미한다. 

 

∑
=

×=
n

k
M

M

M
k

k

k CV
RT
DP

CoB
1

)(  (식 1) 

 

표 2 MH 의 이동에 따른 QT 필드값 

Cell ID DP T C 

A 5 120 1 
B 3 50 2 
A 0 100 3 
C 10 120 4 

D . . 5 

 

(식 1)에서 n 은 핸드오프 회수를 나타내

며, 를 곱한 것은 최근 셀에서의 QoS 

정보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의미이다. 즉, 과

거에 경험한 대역폭의 변화값을 현재의 우선

순위에 반영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QoS
를 제공받은 MH 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표 2 는 MH 가 A→B→A→C→D
과 같은 순서로 셀 A 에서 최초로 진입하여 
핸드오프를 수행했을 경우의 QT 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총 핸드오프 회수는 4 가 되며, 
셀 D 에서의 CoB 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kMCV

 
CABAD CoBCoBCoBCoBCoB +++=   

4
120
10{ ×+}3

100
0{}2

50
3{}1

120
5{ ×+×+×=

 
동적 우선순위는 CoB 값과 정적 우선순위

를 이용하여 (식 2)와 같이 계산된다. 이때 w1

과 w2 는 가중치로서 정적 우선순위와 CoB 값
의 반영 비율을 결정한다. 

 
CoBwPwP sD 21 +=    (식 2) 

 
동적 우선순위는 BS 가 관리하는 값이다. 

BS 는 자신의 관리 영역 안에 있는 MH 들의 
동적 우선순위를 계산한 후, 그 값을 정렬하

여 저장한다. 그리고 셀 내에 있는 MH 가 핸
드오프를 수행하여 다른 셀로 이동하였거나, 
새로운 MH 가 셀에 진입한 경우 등과 같이 
MH 의 핸드오프에 의한 셀의 사용중인 대역

폭 양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 값을 갱신하

여 대역폭을 할당하는 기준으로 사용한다. 그
러나 이때 셀에 거주하는 모든 MH 의 동적 
우선순위를 계산하지 않고, 핸드오프를 수행

한 MH 의 정보만을 갱신하므로 우선순위 계
산에 따른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  

 
3.3 동적 우선순위를 이용한 호 허가 제어 

 
MH 가 핸드오프를 수행하여 새로운 셀에 

진입하면, MH 는 그 셀의 BS 로부터 진입 허
가를 받고, 대역폭을 할당받는다. 또한 이미 
셀에 거주하는 MH 가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다른 셀로 핸드오프를 수행하여 대역폭을 반 

 5



표 3 신규호 제어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정 보 내 용 

정적 우선순위 어플리케이션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값 

최소 대역폭 요구량 대역폭 변화시 허용 가능한 최소 대역폭 

대역폭 요구량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역폭 

대기시간 
호 거절 시 사용되는 대기 시간으로, 
정적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된다. 

 
가용 대역폭

검사

충분한가? 신규호 수락
Yes

No

No Waiting Time 
경과했나?

정적 우선순위 = 높음?

No

신규호 거절

대역폭 수집

충분한가?
No

신규호 수락

Yes

Yes

Yes

가용 대역폭
검사

충분한가? 신규호 수락
Yes

No

No Waiting Time 
경과했나?

정적 우선순위 = 높음?

No

신규호 거절

대역폭 수집

충분한가?
No

신규호 수락

Yes

Yes

Yes

 
그림 2 신규호 제어 과정 

환하게 되면, 현재 셀에 거주하고 있는 MH
들은 QoS 를 높이기 위해 추가로 대역폭을 
할당받을 수 있다. 핸드오프 된 MH 는 가능

한 한 많은 대역폭을 BS 에게 요청한다. 이와  
같이 셀에서 기존의 MH 들과 핸드오프 된 
MH 들은 경쟁적으로 BS 에게 대역폭 할당을 
요구하게 되므로, BS 는 이러한 MH 들에게 공
평하게 대역폭을 할당할 수 있는 기준이 필
요하다.  

 
3.3.1 신규호 제어 알고리즘   

 
MH 가 최초로 셀에 진입하게 되면 표 3

과 같은 정보들을 설정하게 되며, BS 는 이러

한 정보를 이용하여 MH 의 신규호 허가를 결
정하게 된다. 이때 정적 우선순위, 최소 대역

폭 요구량 그리고 대역폭 요구량은 어플리케

이션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된다. 대기시간은 

정적 우선순위에 따라서 VL(Very Long), 
L(Long), N(Normal)의 3 가지로 설정된다. 이러

한 신규호 제어 과정은 그림 2 와 같다.   
 

그림 2 의 신규호 제어 과정에서, 셀의 가
용대역폭이 MH 의 대역폭 요구량을 만족하는

지 검사한 후, 만일 대역폭이 충분하다면 신
규호를 수락하고, 그렇지 않다면 MH 의 정적 
우선순위를 검사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서비

스 요청인지를 알아본다. 만일 정적 우선순위

가 높음이라면 대역폭 회수기법[14]을 통해 
MH 가 요구한 대역폭을 수집하여 MH 에게 
할당하고, 정적 우선순위가 높음이 아니라면 
부여된 대기시간 만큼 기다린다. 이때 일반적

으로 가장 낮은 대역폭을 요구하는 어플리케

이션이 32Kbps 정도의 대역폭을 요구하기 때
문에[3][12], 대역폭을 수집하는 단위로 
32Kbps 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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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핸드오프호 거절

대역폭 수집

동적 우선순위
계산

대역폭은
충분한가?

Yes

No

동적우선순위
저장소

삽입

QT 갱신

대역폭은
충분한가? 핸드오프호 수락

Yes

No

Yes

핸드오프호 거절

대역폭 수집

동적 우선순위
계산

대역폭은
충분한가?

Yes

No

동적우선순위
저장소

삽입

QT 갱신

대역폭은
충분한가? 핸드오프호 수락

Yes

No

 
그림 3 핸드오프호 제어 과정 

신규호 대역폭 수집 알고리즘은 셀 내에 
거주하는 MH 중에서 정적 우선순위가 높음

이 아닌(실시간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MH 들 
로부터 한 채널(32Kbps)씩 강제적으로 반환하

도록 한다. 이때 대역폭을 반환한 MH 는 한 
채널을 반환할 때마다 QT 필드중 DP 값을 1
씩 증가시킨다. 대역폭을 반환한 MH 의 현재 
할당된 대역폭이 최소 대역폭 요구량과 같다

면 대역폭 반환을 중지한다. 
 

3.3.2 핸드오프호 제어 알고리즘 
 
이동 컴퓨팅 환경에서 원활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핸드오프 
성공률이 높아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핸드오프호 제어 알고리즘은 MH 가 
요구하는 대역폭을 최대한 충족시키면서 보

다 높은 핸드오프 성공률을 보장하고자 한다. 
핸드오프호 제어는 그림 3 와 같은 과정을 통
하여 수행된다. 

핸드오프호 제어 알고리즘은 신규호 제어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대역폭 수집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신규호 제어 알고리즘의 
대역폭 수집은 셀 내에 거주하는 MH 들의 정
적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수행되지만, 핸드오

프호 제어 알고리즘의 대역폭 수집은 동적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

이가 있다.  
핸드오프호 제어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대역폭 변화가 발생하는 다양한 경우에 대하

여 대역폭 할당을 수행한다.  
 
 신규 MH가 셀에 진입한 경우 
 핸드오프를 요청한 MH가 셀에 진입

한 경우 
 핸드오프를 성공한 MH가 서비스를 

종료한 경우 
 셀에 거주하던 MH가 서비스를 종료

한 경우 
 셀에 거주하던 MH가 핸드오프를 수

행하여 다른 셀로 이동한 경우 
 
핸드오프호 제어 알고리즘으로, 새로운 

MH 가 셀로 진입하여 핸드오프호를 요청할 
경우 수행된다. 핸드오프호 제어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수행된다.  

 
① QT_Update() : 핸드오프 된 MH의 QT 

필드 값을 갱신한다. 
② Calculate_DPriority() : MH의 동적 우

선순위를 계산하여 DPT에 삽입한다. 
③ HandoffCallAdmission() : 핸드오프호의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④ ReleaseBand() : 핸드오프 되기 전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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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어플리케이션의 종류에 따른 대역폭 요구량 

App 
그룹 

대역폭 
요구량 

평균 대역폭 
요구량 

연결 
유지시간 

평균연결 
유지시간 

어플리케이션 예 

1 30Kbps 30Kbps 1∼10m 3m 
음성 서비스 
음성 전화 

2 256Kbps 256Kbps 1∼30m 5m 
비디오 폰 
화상회의 

3 1∼6Mbps 3Mbps 5∼300m 10m 
양방향 멀티미디어 

VOD 

4 5∼20Kbps 10Kbps 0.2∼2m 0.5m 이메일, 페이징 팩스 

5 64∼512Kbps 256Kbps 1m∼600m 3m 
원격 접속 

Data On Demand 

6 1∼10Mbps 5Mbps 1m∼20m 2m 파일 전송 

 
    에서 할당 받았던 대역폭을 반환한다. 
⑤ RemoveMH() : 핸드오프 되기 전 셀에

서 핸드오프 된 MH를 제거한다. 
⑥ AllocateBand() : 새로운 셀은 핸드오프 

된 MH에게 대역폭을 할당한다. 
 
위의 핸드오프 제어 과정 중에서 ④번, ⑤

번, 그리고 ⑥번 과정은 ④번 과정에서 핸드

오프호가 허가되었을 경우 수행되며, ④번 과
정에서 핸드오프호가 허가되지 않았다면, MH
의 핸드오프호는 거절된다. 

핸드오프호 허가 알고리즘의 경우, 일차적

으로 셀의 가용대역폭을 검사하여 핸드오프

호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가용대역폭의 
부족으로 핸드오프호가 거절되었다면, 대역폭 
수집 과정을 통해 동적 우선순위에 따라 대
역폭을 수집하여 MH 가 요구하는 대역폭을 
할당한다. 대역폭 수집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셀에 거주하는 MH들 중에서 동적 우

선순위가 핸드오프호를 요청한 MH의 
동적 우선순위 보다 작은 MH를 
victimMH로 선정 

② victimMH의 할당된 대역폭이 최소 대
역폭 요구량보다 적지 않은 범위에서 
한 채널씩 강제적으로 반환 

 
대역폭 수집 과정에서 대역폭을 반환한  

 
victimMH 는 한 채널을 반환할 때마다 자신의 
QT 필드 중에서 DP 값을 1 씩 증가시킨다. 
이 값은 victimMH 가 새로운 셀로 핸드오프  

 
할 때, 동적 우선순위를 높여서 낮은 QoS 를 
제공받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된다. 

 

표 5 성능 파라미터 및 성능 메트릭 

MH ID 

MH 의 현재 위치 

정적 우선순위 및 동적 우선순위 

MH 의 현재 속도 및 이동 거리 

신규호 진입률 

현재 시스템에 존재하는 MH 의 수 

성능 
파라미터 

어플리케이션의 종류 

신규호 성공률 

핸드오프호 성공률 
성능 

메트릭 
대역폭 이용률 

 
4. 성능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동적 우선순위를 기

반으로 한 신규호 제어와 핸드오프호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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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의 성능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

하여 검증하였다. 비교대상으로는 2 장에서 
기술한 완전 예약(Full-R), 적응적 예약

(Adaptive-R) 그리고 가용대역폭만으로 대역폭

을 할당하는 기법(Non)을 사용하였다. 표 4 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사용된 성능 파라미

터와 성능 메트릭을 요약한 것이며, 표 5 는 
어플리케이션의 종류에 따른 대역폭 요구량 
및 평균 연결 유지 시간을 나타낸다. 

 
4.1 시뮬레이션 환경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표 4 의 성능 파라

미터 및 성능 메트릭과 표 5 의 어플리케이션 
종류를 바탕으로 C 언어로 작성되었으며, 다
음과 같은 사항을 시스템 환경으로 가정하였

다. 
 
 시스템은 그림 4와 같이 100개의 셀

로 구성되어 있으며, 셀의 반경은 
10Km이다. 

 각 셀은 30Mbps의 대역폭을 가지고 
있다[3]. 

 각 셀에서 핸드오프를 수행할 수 있
는 방향과 거리는 그림 5와 같다. 

 시스템에는 초기에 100개의 MH가 존
재한다. 

 MH의 속도는 시속 5km/h의 단위로 
증가, 감소 또는 현재의 속도를 유지 
할 수 있다. 

 
그림 5 는 MH 가 핸드오프 할 수 있는 방

향과 이동 거리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셀 
54 에 있던 MH 가 셀 55 로 이동하는 경우, 
다음 핸드오프 방향을 미리 결정하게 되는데, 
MH 는 그림 5 와 같이 6 개의 방향 중에서 한 
방향을 임의로 선택한다. 각 방향의 이동 거
리는 셀 44 와 64 로 이동하는 경우는 10km, 
셀 45 와 64 로 이동하는 경우는 13km 그리고 
셀 56 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20km 이다. 이때 
다시 셀 54 로 돌아가는 경우는 이동 거리가 
0 km 가 된다. 이와 같이 선택된 이동거리와 
MH 의 이동 속도를 이용하여 셀의 가장자리

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MH 가 셀의 
가장자리에 도달했다면 핸드오프호를 요청한

다. 

신규호는 request/sec 단위로 시스템에 요

청되며, 0.1 request/sec 부터 시작하여 10 
request/sec 까지 0.1 씩 증가시키면서 시뮬레이

션을 수행하였다. 또한 실시간 어플리케이션

의 비율이 50%인 경우와 75%인 경우로 나누

어 총 200 회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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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스템 환경 
 

565554

64 65

44 45

0 km

10 km

13 km

20 km

그림 5 MH 의 핸드오프 가능방향 및 거리 
 

4.2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그림 6 과 그림 7 는 실시간 어플리케이션

의 비율이 50%인 경우의 신규호 성공률이다. 
그림 6 은 실시간 어플리케이션의 신규호 성
공률이며, 그림 7 은 비실시간 어플리케이션

의 신규호 성공률이다. 동적 우선순위를 적용

한 경우, 신규호 진입률에 따라 생성된 약 
3,600∼36,000 개의 MH 중에서 약 1,080∼
1,800 개의 MH 의 신규호가 더 성공되어 약 
5%∼30% 정도의 신규호 성공률 향상이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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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시간 어플리케이션과 비실시간 어플리

케이션 모두 동적 우선순위를 적용한 경우가 
타 기법에 비하여 신규호 성공률이 높게 나
타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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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신규호 성공률 (RealTime Traf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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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신규호 성공률 (Non-RealTime Traffic) 
 

완전 예약과 적응적 예약의 경우, 신규호 
성공률이 타 기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데, 그 이유는 예약된 대역폭 미사용에 따른 
대역폭 낭비로 인한 결과이다. 실시간 어플리

케이션이 75%인 경우의 결과는 실시간 어플

리케이션이 50%인 경우와 큰 차이가 없었으

며, 신규호의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의 종류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 과 그림 9 는 실시간 어플리케이션

의 비율이 50%인 경우의 핸드오프호 성공률

이다. 동적 우선순위를 적용한 경우가 타 기
법에 비하여 약 3,000 회의 핸드오프호 중에

서 약 600∼1,800 회 정도의 핸드오프호가 더 
성공되어 약 20%∼60% 정도의 성공률 향상

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 8 은 실시간 어플리케이션의 핸드오

프호 성공률이며, 동적 우선순위, 적응적 예

약, 완전 예약 그리고 가용대역폭 이용기법의 
순서로 성공률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동적 우선순위가 타 기법에 비하

여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라

고 판단된다. 그림 9 는 비실시간 어플리케이

션의 핸드오프호 성공률이며, 실시간 어플리

케이션의 결과에 비하여 타 기법의 경우는 
큰 차이가 없으나, 적응적 예약 기법의 경우

는 성공률이 매우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적응적 예약 기법의 경우 비실시간 
어플리케이션 호는 대역폭 예약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시간 어플리케이션의 비율

이 75%인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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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핸드오프호 성공률 (RealTime Traf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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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핸드오프호 성공률  

(Non-RealTime Traffic) 
 

그림 10 은 실시간 어플리케이션의 비율이 
50%인 경우의 전체 시스템 대역폭 이용률이

다. 신규호 진입률이 4 request/sec 일 때까지

는 동적 우선순위를 적용한 경우가 타 기법

에 비하여 적은 양의 대역폭을 사용함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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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포화현상(saturation)이 늦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적 우선순위를 포함한 4
가지 기법 모두 신규호 진입률이 4 request/sec 
이상인 경우에는 95% 정도의 대역폭 이용률

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적 우선순

위를 적용한 경우에 적은 양의 대역폭을 사
용하면서도, 높은 신규호 성공률과 핸드오프

호 성공률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동적 
우선순위를 적용한 경우가 대역폭을 효율적

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실시간 
트랙픽의 비율이 75%인 경우에도 비슷한 결
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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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대역폭 이용률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신규호 및 핸드오프

호 제어 알고리즘에서, 대역폭 수집을 위하여 
대역폭 회수 기법을 적용한 경우, 셀 내에 존
재하는 기존 MH 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동적 
우선순위가 낮은 MH 는 QoS 저하현상을 경
험하게 된다. 전체 MH 중에서 QoS 저하현상

을 경험한 MH 의 비율은 그림 11 과 같으며, 
약 1.2%∼22% 정도의 MH 가 QoS 저하현상

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Sub-rating 경험 MH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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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대역폭 회수 경험 MH 의 비율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이동 멀티미디어 컴퓨팅 

환경에서 동적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한 QoS 
제어 기법을 제시하였다. 동적 우선순위는 보
상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정적 우
선순위와 CoB 를 이용하여 계산되는 값이다. 
과거에 사용자가 경험한 대역폭의 변화를 동
적 우선순위에 반영하여 핸드오프 허가 제어 
과정에서 대역폭을 할당하는 기준으로 사용

하는 것이다. 즉, 핸드오프를 처리하는 셀에 
MH 가 요구하는 대역폭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MH 의 동적 우선순위가 높다면, 셀 내에 존
재하는 다른 MH 중에서 상대적으로 동적 우
선순위가 낮은 MH 의 대역폭을 채널 단위로 
강제적으로 반환하도록 하여, 동적 우선순위

가 높은 MH 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동적 우
선순위는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MH 들

이 핸드오프 후에도 지속적으로 낮은 QoS 를 
제공받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동적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한 QoS 제어 기법의 성
능을 평가하였다. 기본적인 대역폭 할당·완전 
대역폭 예약·적응적 대역폭 예약을 비교 대
상으로 하고, 신규호 성공률·핸드오프호 성공

률·대역폭 이용률을 성능 메트릭으로 선정하

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신규

호 성공률은 동적 우선순위를 사용하는 경우

가 타 기법에 비하여 신규호 진입률에 따라 
약 5%∼30% 높은 것을 확인했고, 핸드오프호 
성공률은 타 기법에 비하여 약 20%∼60% 높
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비율이 높은 환경에서도 신규호 성공률과 핸
드오프호 성공률이 타 기법에 비하여 우수함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역폭 이용률의 경우, 
타 기법에 비하여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면서

도 포화현상이 늦게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동적 우선순위는 타 
기법에 비하여 핸드오프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동적 우선순위가 낮은 MH 의 대
역폭 반환에 따른 QoS 의 저하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동적 우선순위는 QT
의 효율적 사용으로 핸드오프 처리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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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였으며, 대역폭을 반환한 MH 의 QoS 저하

현상은 핸드오프 후에 동적 우선순위를 높게 
설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동적 우
선순위는 우수한 신규호 성공률과 핸드오프

호 성공률을 보일 뿐 아니라, 대역폭 이용률

에서도 타 기법에 비하여 우수하다. 향후 연
구 과제로는 신규호와 핸드오프호의 높은 성
공률을 유지하면서도, 짧은 호 처리시간을 갖
도록 하는 방안과 대역폭 회수에 따른 QoS 
저하현상의 최소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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