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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종의 셀룰러 망은 다양한 무선 환경에서의 이동 단말 서비스를 지원한다. 최근 셀룰러 망에서는 음성 서비스 및 

데이터 서비스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기술적 기반이 LTE-A (Long-Term Evolution Advanced)
와 IEEE 802.16m 무선망으로 전환되어 보다 많은 수의 기지국 서비스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셀룰러 망에서의 

전력 수요는 대부분 기지국에서 소모되며 이에 기지국의 에너지 소모의 절감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본 논문에

서는 동적인 전력 관리 방안을 기반으로 기지국의 전력 소비를 줄이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시뮬레이션

을 통하여 저전력 기지국 수행을 위한 핸드오버 방식의 성능 분석을 수행한다. 

ABSTRACT 

Heterogeneous cellular networks support various wireless environments for mobile service. Recently, data services 
as well as voice services are exponentially increased in cellular networks and the technical transition of LTE-A and 
IEEE 802.16m so that more base stations are requested to provide suitable service. Base stations consume most of 
energy in cellular networks, and the energy saving is needed for the base st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saving 
power scheme by the dynamic energy management. In this paper we consider the simulation evaluations of handover 
for the low powered base station. 

키워드 : 셀룰러 네트워크, 저전력 기지국, LTE-A, 핸드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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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십 수년간 무선망의 성장은 폭발적이며, 이에 

대한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아이

폰, 태플릿 PC와 같은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이동통신 

시장의 급격한 팽창은 서비스 자원 증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1]. 기존의 음성 지원 서비스에서 영상과 

데이터 서비스의 다양한 서비스로의 확대는 단순한 통

신연결 서비스의 범위에서 벗어나 다양한 응용 서비스 

분야 범위로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이동 서

비스에서 데이터 서비스 요구의 증가는 향후 십년 이내

에 수십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

른 통신 서비스 대응도 필요하게 된다. 
급격한 이동 서비스의 증가로 말미암아 이동통신 

기술은 서비스 사용자가 요구하는 서비스 품질을 유

지하면서 다양한 이동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

하여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요구

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ITU-R (International Tele- 
communications Union - Radiocommunication Sector)
는 IMT-A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s - 
Advanced) 무선 방안 기술을 소개하였으며, 3GPP 
(Thi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의 LTE-A (Long 
Term Evolution Advanced)와 IEEE 802.16 그룹의 

WiMAX (Worldwide Interoperability for Microwave 
Access)가 소개되었다[2, 7].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술은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 

요구에 대한 충족과 대용량 이동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

여 기존의 단일한 네트워크 기술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

종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제공된다. 이종의 이동 네트워

크에서는 이동 단말기가 서비스의 수용을 단일한 셀 구

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매크로, 마이크

로, 피코 혹은 팸토 셀들의 다양한 구조의 무선셀의 지

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네트워크 셀들은 고유한 서비

스 지원을 고려하여 서로 중첩적으로 혹은 구성 설계에 

맞게 배치될 수 있으며, 따라서 제한 지역에서 이종의 

무선셀 증가가 예상된다. 무선셀의 증가는 무선 기지국

의 증가를 의미하며, 현재 이동 네트워크의 전력 수요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지국의 수가 증가하면 전력 수

요 증가가 불가피하다[4, 6]. 일반적으로 이동네트워크

에서 한 개의 기지국이 1년 동안 소비하는 전력의 양은 

25MW이며, 기지국의 증가는 전력 소비 증가뿐만 아니

라 결국 온실가스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3]. 
따라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이동 네트워크

에 대한 전력 소비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기지

국 시스템의 저전력 소비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지국의 저전력 소비 수행을 위한 핸드오

버 방안을 제안한다. 기지국이 제공하는 이동 서비스

의 규모에 따라 특정 기지국의 전력 소비를 줄이면서 

서비스 중인 이동호에 대해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방안

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기지

국의 저전력 수행 방안 및 이에 대한 핸드오버 수행 방

안을 기술하며, 3장에서는 제안 방식에 대해 성능평가

를 수행한다. 그리고 끝으로 4장에서는 결언을 맺고자 

한다. 

Ⅱ. 저전력 기지국 핸드오버 

이동 네트워크에서 전력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지국의 증가는 전력 소비의 증가를 불러오게 될 것이

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동 서비스 요구에 따라 기

지국 수요 증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

서 이에 대한 방안이 요구되며, 본 논문에서는 기지국

의 저전력 수행방안을 고려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이동 단말기의 DRX 

(Discontinuous Reception) 방안을 고려한다. 하지만 

기존의 DRX 방안에서는 inactivity 시간에 서비스 전

송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서비스의 요구

가 발생하면 inactivity 모드는 중지된다. DRX 방안은 

이동 단말기에서 적용되는 방안으로 inactivity에 대

한 특성이 유지될 수 있지만 다수의 서비스 사용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지국에서는 이러한 지속적인 

inactivity 수행을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이동 단말기의 서비스 요구의 임계치를 두는 방

안을 고려한다. [그림 1]은 기지국의 서비스 임계치 방

안에 대해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기지국이 저전력 수행을 위한 방안으

로 임계치 방안을 고려한다. 또한 기지국의 수행 모드

는 서비스 제공 모드와 sleep 모드 두 가지로 구성된다. 
무선셀의 기지국은 지속적으로 서비스 요구를 모니터

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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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지국 서비스

Fig. 1 Base station service

이동 단말기의 서비스 요구가 기지국의 서비스 제공 

임계치를 넘어서게 되면 기지국은 현재 자신의 셀에 이

동 단말기의 서비스 수요가 많음을 알게되며, 이에 대

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만일 이동 서

비스 요구가 기지국의 서비스 제공 임계치에 미치지 못

하면 기지국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행한다. 
임계치 이하의 서비스 요구가 발생하면 기지국은 

sleep 모드 타이머를 셋업하며, 서비스 요구에 대한 모

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향한다. 만일 sleep 모드 타이머

가 종료되기 전에 이동 서비스 요구가 임계치를 넘어서

게 되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모드를 유지하고, 만일 

sleep 타이머가 종료될 때까지 이동 서비스 요구가 임계

치 이하를 유지하게 되면 기지국은 서비스 제공 모드에

서 sleep 모드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기지국이 sleep 모드를 수행하게 되면 정상적인 서비

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므로, 기지국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이동 단말기의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웃셀로 핸드

오버를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지국은 sleep 모드로 

전환되기 직전에 이웃 기지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자신

이 관리하던 이동 단말기의 서비스를 이동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단일 단말기의 이동에 따른 핸드

오버 방안과는 다른 방안으로 기지국이 소수의 여러 단

말기에게 그룹 핸드오버를 수행할 수도 있다. 또한 기

지국에서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네트워크 기반 핸드오

버 수행이다. E-UTRAN (Evoloved UMTS Terrestrial 
Radio Access Network)과 UTRAN의 핸드오버 예를 들

자면, 우선 기지국에서 핸드오버 결정이 이루어지면 

MME (Mobility Management Entity)는 eNodeB 
(evoloved NodeB)와 source GW (gateway)에 세션변화

를 알리며, 변경 RNC (Radio Network Controller)에 베

어러 변경을 구축하며, 기존의 세션을 해제한다. 또한 

이동 단말기에 변경된 네트워크 자원을 할당하고 서비

스를 제공한다. [그림 2]는 이러한 기지국의 핸드오버 

수행에 대한 마르코프 체인의 상태전환을 나타내고 있

다. 이동 단말기에 대한 핸드오버를 수행하게 되면 기

지국은 저전력 수행을 위해 sleep 모드로 변환된다. 그
림에서 음성 서비스에 대한 이동호와 패킷 서비스는 평

균 와를 각각 가지는 포아송 분포를 따른다고 가

정한다. 그리고 각 서비스 시간은 평균 서비스 시간 

와 를 가지는 지수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

다. 또한 과 은 각각 서비스에 대한 자원수를 나타

낸다. 따라서   ≤  ≤  ≤  ≤ 는 각 

시스템의 안정상태 확률을 나타내게 된다. 저전력 임계

치에 대한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기지국에서 각 시스템 

상태에 대한 밸런스 식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기지국 서비스 상태천이도

Fig. 2 Base station service State transition diagram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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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기지국의 sleep 모드일 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며, a는 coordinate 수이다. sleep 모드에서 

이동 서비스 호 요구가 증가하면 임계치 측정을 통하여 

다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상태로 전환된다. 서비스 제

공 모드에서 서비스 자원할당은 다음과 같다. 

   (5)

  (6)

(7)

            (8)

              (9)

      (10)

sleep 모드에 대한 시스템 상태는 다음과 같다. 

(11)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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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들에 대한 정규화식은 다음과 같다. 

  (16)

Ⅲ. 성능평가 

본 절에서는 제안된 방식에 대한 성능평가와 그에 대

한 논의를 한다. 성능평가를 위해 UMTS와 LTE-A 셀
로 구성된 무선 환경의 중첩된 셀 구조를 가정한다. 
UMTS 셀과 LTE-A eNodeB 셀은 저전력 기지국을 위

해 서로 협력 통신을 한다고 가정하며, LTE-A eNodeB 
기지국에서 저전력 모드를 수행하기 위해 핸드오버를 

수행한다. 음성 서비스와 데이터 서비스에 대해 NodeB
와 eNodeB 각각 최대 동시 사용자 50명이라고 가정한

다. 또한 데이터 서비스에 대해 NodeB에서는 평균 

384kbps와 eNodeB에서는 평균 1 Mbps 서비스를 제공

한다고 가정한다. eNodeB 기지국에서는 서비스 제공 

모드에 대해 초당 1 W를 소모하며, sleep 모드에서는 20 
mW를 사용한다고 가정한다[3, 5]. 

그림 3. 채널 요구율에 따른 에너지 소비

Fig. 3 Power consumption versus channel request rate

[그림 3]은 사용자의 서비스 채널 요구에 따른 기지

국의 에너지 소비를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인 기지국의 

경우 하루 68000 W의 전력을 소모한다. 하지만 그림에

서 보면 제안된 저전력 기지국의 경우 기존의 기지국에 

비해 많은 전력의 소비에 대한 절약을 보이고 있다.

그림 4. 채널 요구율에 대한 블록킹 확률

Fig. 4  Blocking probability versus channel request rate. 

 사용자의 채널 요구율이 0.1의 경우 저전력 기지국

이 하루 소비하는 전력의 경우 20000 W까지 떨어지는 

것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적 시간적 기지국의 사용 

환경 변화에 따라 기지국이 서비스 수행 모드를 동적으

로 변경함으로 소비전력 낭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하기 때문이다. 
[그림 4]는 사용자에 대한 채널 요구율에 따른 핸드오

버 블록킹 확률을 보이고 있다. 그림에서 보면 저전력 

기지국에 의해 발생하는 핸드오버 블록킹 확률이 일반

적인 기지국의 핸드오버 블록킹 확률보다 다소 높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지국이 저전력 모드를 수행하기 위

해 자신의 셀에서 서비스 받고 있던 사용자들에 대해 그

룹 핸드오버 수행하기 때문이다. 실시간적으로 이동 환

경에 의해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전

력 소모 모드를 위해 동시에 핸드오버를 수행하기 때문

에 일반적인 핸드오버 방식 보다 블록킹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저전력 모드의 

기지국의 블록킹 확률이 일반적인 기지국의 블록킹 확

률보다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저전력 기지국 방식을 통해 이동 서비스율은 거의 변함

이 없으면서도 저전력 소비를 수행할 수 있다.

Ⅳ. 결  론

최근 무선 이동 네트워크 서비스는 폭발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이는 향후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

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단일 네트워크 서비스의 한계

에서 탈피하여 보다 융합적인 이종의 네트워크 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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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되고 있다. 이에 이동 네트워크에서 전력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지국의 수요에 대한 증가는 당연

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저전력 기지국

에 대한 방안을 고려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저전력 기

지국을 통하여 지속적인 이동 서비스율을 유지하면서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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