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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동 멀티미디어의 트래픽 서비스 품질 제어장치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이동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환경하에서 단말기의 핸드오프 호를 비 실시간 호와 실시간 호로 구
분하여 수시로 변화하는 트래픽에 대하여 실시간 호의 신축을 갖게 하여 트래픽 품질을 향상하도록 한 이
동 멀티미디어의 트래픽 서비스 품질 제어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은 멀티미디어 네트워크에서의 트래픽은 실시간 과 비 실시간트래픽으로 구분하여 음성과 같은 실
시간 트랙픽을 전송하는 핸드오프 연결인 경우에는 연결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약채널을 사용하며, 
예약채널이 부족할 경우에는 연결을 종단하도록 구성하고, 데이터 혹은 전자 우편과 같은 비실시간 트랙
픽을 전송하는 연결인 경우에는 어느정도의 지연은 허용되기 때문에 호가 채널이 부족한 셀에 이동하였을 
경우에는 Fast In Fast Out (FIFO) 큐를 통해서 연결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또한 상기 
예약채널을 실시간 트랙픽의 핸드오프 실패확률에 따라 신축성있게 제어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 이동 멀티미디어의 트래픽 서비스 품질 제어장치의 블럭도

도 2 는 본 발명 이동 멀티미디어의 트래픽 서비스 품질 제어방법의  플로우챠트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m : 전체채널                g ; 예약채널

mux : 멀티플랙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 멀티미디어의 트래픽 서비스 품질 제어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이동 멀티미디
어 네트워크 환경하에서 단말기의 핸드오프 호를 비 실시간 호와 실시간 호로 구분하여 수시로 변화하는 
트래픽에 대하여 실시간 호의 신축을 갖게 하여 트래픽 품질을 향상하도록 한 이동 멀티미디어의 트래픽 
서비스 품질 제어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동 멀티미디어 네트워크의 특징중의 하나인 트랙픽의 변동성에 더하여 핸드오프와 같은 단
말기의 이동성으로 인해 셀 내에서의 트랙픽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정도의 서비스 품

5-1

1019970069306



질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환경에서도 사용자에게 원하는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첫째 호의 연결 설정시
에 필요한 호 승인제어(Call Admission Control)에 있어서 서비스품질을 보장하는 문제로 크게 새로운연
결과 핸드오프에 필요한 연결로 구분하여 각 연결의 트래픽 특성에 따라 각각에 적합한 호 승인제어방법
을 적용하여 연결의 서비스 품질을 만족하는 방법과, 상기 피코/ 마이크로 셀 내에서의 채널 관리 기법에 
의해 핸드오프 시의 연결 실패율을 감소하는 방법으로 핸드오프를 위한 예비채널을 확보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만족시키지 못해 연결이 실패되는 비율을 낮추는 방법이 있다. 

상기 두가지 방법에서 트래픽 구성은 크게 실시간 트래픽과 비 실시간트래픽으로 구분하여 트래픽의 서비
스 품질을 최대로 보장하게 되는데, 상기 음성혹은 비디오와 같은 실시간 트래픽을 전송하는 연결인 경우
에는 지연에 민감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서비스 품질을 만족시키지 못한 셀에 이동하였을 경우 연결을 종
단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비스 품질 파라메터로는 핸드오프 실패확률과 최소 허용 대역폭이 있다. 
이때 기존 셀룰러 망에서는 핸드오프 실패확률의 목표치를 0.5%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데이터 혹은 
전자우편과 같은 비실시간 트래픽을 전송하는 연결인 경우에는 어느정도의 지연은 허용하기 때문에 사용
자의 서비스 품질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셀에 이동하였을 경우 재협상함으로써 연결을 계속유지 할 수 있
다. 이때 필요한 서비스의 품질 파라메터로는 재협상 발생 확률이 있다. 이외에 새로운 호에 필요한 서비
스의 품질 파라메터로는 블록킹확률이 있으며 이 확률은 1% 이내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채널제어를 통한 방법이 있는바, 종래 음성을 위주로 하
는 셀롤러 망에서는 핸드오프 호에 대한 채널 제어방법으로 예약채널을 두는 방식과 큐를 이용하는 방식
이 있다. 

상기 예약채널을 두는 방식은 핸드오프 호를 위한 별도의 예약채널을 두는 방법으로 이때 예약채널은 전
체 채널에서 확정되어 있어 이 예약채널을 사용함으로써, 핸드오프 실패확률은 감소시키나 이로 인해 호
의 블록킹 확률은 증가한다. 상기 큐를 사용하는 방식에서는 핸드오프를 위해 FIFO(fast in fast out)혹
은 우선순위 큐를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핸드오프 실패확률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핸드오프 지연시간이 
증가함으로써 서비스에 따라서는 부적합한 핸드오프 호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종래의 채널 엑세스 제어방식을 사용하여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몇가지 문제
점이 있다. 첫째로 트래픽의 특성에 따른 제어방법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간 트래픽의 핸드오프 
실패확률이 증가한다. 둘째로 기존방법에서는 고정된 예약채널 혹은 유한한 큐를 사용함으로써 수시로 변
하는 멀티미디어 트래픽 환경에서 호의 레벨의 성능을 만족시키는 것이 어렵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멀티미디어 네트워크에서 트래픽은 실시간과 비 실시간트래픽으로 구분하여 상기 실시
간 트래픽의 핸드오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예약채널을 두고 이 예약채널의 수를 현재의 호 블록킹 확률과 
핸드오프 실패확률을 이용하여 신축성있게 조정하도록 하여 핸드오프 실패확율을 감소시키고 실시간 트랙
픽연결에 대한 호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트래픽 서비스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다.

상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멀티미디어 네트워크에서의 트래픽을 실시간 과 비 실시간트래
픽으로 구분하여 음성과 같이 실시간 트랙픽을 전송하는 핸드오프 연결인 경우에는 연결의 연속성을 보장
하기 위해 예약채널을 사용하며, 예약채널이 부족할 경우에는 연결을 종단하도록 구성하고, 데이터 혹은 
전자 우편과 같은 비실시간 트랙픽을 전송하는 연결인 경우에는 어느정도의 지연은 허용되기 때문에 호가 
채널이 부족한 셀에 이동하였을 경우에는 Fast In Fast Out (FIFO) 큐를 통해서 연결의 연속성있게 구성
하며, 상기 예약채널을 실시간 트랙픽의 핸드오프 실패확률에 따라 신축성있게 제어하도록 한 것을 특징
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에 의거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 은 본 발명 이동 멀티미디어의 트래픽 서비스 품질 제어장치의 블록도 로서, 전체채널을 ｍ 이라고 
할 때 예약채널 ｇ를 할당하고, 입력호를 새로운 호(New calls)와 핸드오프 호(Hand off calls)분류 구성
하며, 상기 핸드오프 호 (Hand off calls)인 경우에는 다시 실시간(real time)호와, 비실시간(none real 
time)호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상기 새로운 호(New calls)는 FIFO 큐를 통한 비 실시간핸드오프호와 멀티
플랙스(mux)를 통해서 입력되게 구성하며,  상기  새로운 호 (New calls)와, 비실시간(none real time)핸
드오프 호는 (m -g)채널이 비어 있는 한 위에서 부터 하나씩 점유하게 되며, 상기 새로운 호 (New call
s)는  최대(ｍ-ｇ)채널만을 사용하고 상기 (ｍ-ｇ)채널을 이미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호(New 
calls)를 블록킹하고, 또한 상기 비실시간(none real time)핸드오프 호는 상기 새로운 호 (New calls)와 
마찬가지로 (m - g)채널을 공유하고 계속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  FIFO 큐에 넣어 기다린다.

상기 실시간 핸드오프 호(real time hand off)인 경우에는 전체채널(m)을 사용하게 구성하고, 예약채널
(ｇ)은 실시간 핸드오프 호(real time hand off)연결만 사용하게 구성한다. 즉 위에서부터(ｍ-ｇ)개의 채
널이 모두 점유되면 그 이후에는 실시간 핸드오프 호 (real time hand off)만이 채널을 점유할 수 있고, 
새로운 호(New calls)는 블록킹되며 비 실시간핸드오프 호(real time hand off)는 FIFO 에서 상위의 (ｍ-
ｇ)개의 채널 중 어느 하나가 비워 질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도 2 는 본 발명 이동 멀티미디어의 트래픽 서비스 품질 제어방법의  플로우챠트 로서, 새로이 연결을 시
도하는 호의 블록킹 확률을 Рｎ, 핸드오프 실패확률을 Ｐｈ, 핸드오프 호 실패의 중요도를 α라고 가정하

고, 전체채널(m)에 예약채널(g)을 설정한 상태에서, 핸드오프 실패확률(Ｐｈ)이 핸드오프 실패확률의 목표

치(R1) 0.5% 보다 클 경우에는 새로운 호의 블록킹 확률(Рｎ)이 블록킹확률의 목표치(R2) 1% 보다 큰가
를 판단하고, 상기 블록킹 확률(Рｎ)이 목표치보다 작을 경우에는 예약채널(g)을 증가(g + 1)시킴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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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오프 실패확률(Ｐｈ)을 감소시키고 새로운 호의 블록킹확률(Ｐn)이 목표치(R2)를 초과 했을 경우에는 

αＰｈ + Рｎ에 의하여 이 값을 최소로 하도록 예액채널(g)의 수를 결정한다. (여기서 αＰｈ + Рｎ는 핸드

오프 호 실패확율에 α배의 가중치)

한편 상기 핸드오프 실패확률(Ｐｈ)이 목표치(R1) 0.5% 보다 낮을 경우에는 예약채널(g)의 수를 감소(g-

1)시킴으로써 새로운 호에 대한 블록킹 확률을 감소시킨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본 발명은 멀티미디어 네트워크에서의 트랙픽을 핸드오프 호를 실시간과 비 실
시간으로 구분함으로써 상기 실시간 핸드오프 호인 경우에는 예약채널을 사용하고, 비실시간핸드오프 호
인 경우에는 FIFO를 사용함으로써, 핸드오프 실패 확률을 감소시킬 수 있고, 또한 실시간 호에 대한 연속
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약채널의 수를 핸드오프 실패확률과 호 블록킹 확률을 이용하여 최적의 예약채널 
수를 찾음으로써 상기 실시간 트랙픽 호 연결에 연속성을 보장하여 트래픽 서비스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 멀티미디어의 트래픽 서비스에 있어서,전체 가용 채널을 ｍ 예약채널 ｇ를 할당하고, 입력호를 새로
운 호(New calls)와 핸드오프 호(Hand off calls)로 분류하며 상기 핸드오프 호인 경우에는 실시간(real 
time)호와 비실시간(none real time)호로 구분하고, 상기 핸드오프호는 다시 실시간호와 비실시간핸드오
프 호로 구분하되, 상기 새로운 호은 FIFO 큐를 통한 비실시간호와 멀티플랙스(mux)를 통해서 입력되게 
구성하고, 상기 새로운호와 비실시간 핸드오프호는 (m -g)채널이 비어 있는 한 위에서 부터 하나씩 점유
하게 되며, 상기 새로운 호는 최대(ｍ-ｇ)채널만을 사용하고 상기 (ｍ-ｇ)채널을 이미 사용하고 있을 경
우에는 새로운 호(New calls)를 블록킹하고, 상기 실시간 핸드오프 호(real time hand off)인 경우에는 
전체채널(m - g)을 사용하게 구성하고, 예약채널(ｇ)은 실시간 핸드오프 호(real time hand off)만 사용
하게 구성하여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멀티미디어의 트래픽 서비스 품질 제어장치.

청구항 2 

이동 멀티미디어의 트랙픽 서비스에 있어서, 새로운 호 연결의 블록킹 확률을 Рｎ, 핸드오프 실패확률을 
Ｐｈ, 핸드오프 호 실패의 중요도를 α라고 가정하고, 전체채널(m)에 예약채널(g)을 설정한 상태에서, 핸드

오프 실패확률(Ｐｈ)이 핸드오프 실패확률의 목표치(R1) 0.5% 보다 클 경우에는 새로운 호의 블록킹 확률

(Рｎ)이 블록킹확률의 목표치(R2) 1% 보다 큰가를 판단하고, 상기 블록킹 확률(Рｎ)이 목표치보다 작을 
경우에는 예약채널(g)의 수를 증가(g + 1)시켜, 핸드오프 실패확률(Ｐｈ)을 감소시키고, 새로운 호의 블록

킹확률(Ｐn)이 목표치(R2)를 초과 했을 경우에는 αＰｈ + Рｎ에 의하여 이 값을 최소로 하도록 예액채널

(g)의 수를 결정하며, 상기 핸드오프 실패확률(Ｐｈ)이 목표치(R1) 0.5% 보다 낮을 경우에는 예약채널(g)

의 수를 감소(g -1)시킴으로써 새로운 호 연결에 대한 블록킹 확률을 감소시키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이동 멀티미디어의 트래픽 서비스 품질 제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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