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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동통신망에서는 채널 사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한된 송신 전력으로  멀티미디어 트래픽을 지원해야 한다. 
실시간 전송 기반의 데이터들은 지연에 민감하므로 이를 고려해야 하고, 비실시간성 데이터는 비교적 지연에 둔감하

므로 패킷 손실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따라서 제한된 송신 전력으로 멀티미디어 트래픽을 지원하여야 하므로 

하향 링크 전력을 최소로 유지하면서  QoE 제약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전송률의 증가에 따라 소비되

는 전력이 크게 증대되므로 다양한 이동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 절감 기술이 요구된

다. 또한 인터넷  기반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자원 요구량, QoE 요건이 상이하므로 적응적인 전력 관리가 필수적이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QoE을  일정 수준으로 충족시키면서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ABSTRACT

Mobile communication systems should be able to support multimedia traffics with limited transmit power due to the 
frequency reuse for maximizing the channel accommodation. Real-time data  is very sensitive to delay, and they need 
to be transmitted instantly. On the other hand, non-real time data is less sensitive to delay, and their packet loss can be 
handled more flexibly. Therefore an adaptive resource management scheme is essentially required which enables to 
keep the minimal power allocated in the base station while guaranteeing the user requirements for QoE within a 
permissible range. Power-saving techniques are required in order to support multimedia services in the mobile  
networks because the power consumption increases greatly with the transmission rate increase. This paper proposes a 
novel scheme which enables to keep the  allocated power minimal while guaranteeing the user requirements for QoE 
within a permissibl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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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클라우드 컴퓨팅,  VoIP(Voice over IP), IP-TV와 같

은 다양한 광대역 서비스의 출현에 따른 트래픽의 급격

한 증가로 통신망 액세스 속도가 크게 증가하고 인터넷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급증하면서 망의 확장 및 고속화

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망 확장 및 

고속화를 위해서는 기지국 증설과 고속 전송 장치가 필

요하며 이에 따른 에너지 소모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동 통신망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전

력 소비와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지국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Green 개념의 도입을 

통한 Green 셀룰러 망의 개발이 연구되고 있다[1-5].

기지국을 포함한 전체 이동통신 망에서의 전력 소비

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 기지국 내의 전력 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각 부분 별로 전력 소비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한다. 특히 전달망에서는 IP (Internet 

Protocol) 계층에서 원하는 대역폭을 예약하고 지연시

간을 최소화한다. 이렇게 제공된 IP 계층의 자원을 사

용자가 체감하기 위해서는 전송계층과 응용계층이 

전달 망에서 확보한 자원을 이용하여 최대의 망 성능

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동작해야 한다. 전송 계층

(transport layer)에서는 최적의 프로토콜 조정(protocol 

adaptation)을 수행함으로서 IP 계층에서 확보한 자원을 

충분히 반영하여 전송 계층의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 

응용계층에서는 실제로 전달된 데이터를 자신의 응용

에 적합하게 가공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때 

이동단말기(Mobile Terminal; 이하 MT)의 성능에 따라

서 상당한 시간차가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한 지연으

로 인하여 전달 망에서 확보한 귀중한 자원을 낭비할 

수 있다. 따라서 응용계층에서 발생하는 처리 지연

(processing delay)을 최소화함으로서 전달 망에서 확보

된 QoS(Quality of Service)을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

어야 한다[6-11].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의 최소 품질 보장을 전제 조건

으로 QoE 충족 범위 내에서의 전력 감소 방안을 제안한

다. 음성이나 동영상, Interactive 게임, 3D 영상 등의 실

시간 서비스는 지연에 민감한 반면, Web, FTP 데이터

와 같은 비실시간성 서비스는 비교적 지연에 둔감하므

로 패킷 손실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전력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요구 서비스의 허용 가능한 지

연까지 전송률을 줄임으로써 전력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2장에서는 시스템 구조와 3장에서는 제안하는 최소 

전력 할당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4장에서는 시뮬레이

션을 통한 성능 평가가 이루어진다. 5장에서는 논문에 

대한 결론 및 향후 연구에 관하여 논의한다.

Ⅱ. 시스템의 구조

QoS란 망에서 대역폭과 지연시간을 사용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망에서 자

원예약을 완벽하게 지원하더라도 전송계층과 응용계층

을 거쳐 사용자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품질이 유지되

지 않는다면 사용자 입장의 서비스의 품질은 보장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단순히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의 데

이터를 망에서 성공적으로 전송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

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보다 다양

한 종류의 요구사항이 존재할 수 있다. 사용자 관점에서 

최종적으로 만족하는 수준의 서비스 품질이란 기존의 

QoS가 아닌 서비스 수준의 QoE로 이해해야 한다. 

Fig. 1 Relation of QoE, QoS and QoO

그림 1과 같이 패킷이 송신자로부터 수신자에게 전

달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전달 망

에서는 네트워크  지연으로서 전송 지연(transmission 

delay)과 전파 지연(propagation delay)이 발생하고, 종

단에서는 MT의 성능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처리 지연

과 큐잉 지연(queueing delay) 등이 발생한다. 사용자의 

품질 요구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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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E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망에서는 전송 지연과 전파 

지연을 최소화하여 최적의 QoS를 제공하고 전송 계층

과 응용 계층에서 QoS 품질 저하가 최소가 되도록 

QoO(Quality of Others)를 유지해야한다. 즉 큐잉 지연 

및 처리 지연을 최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지연을 QoE의 성능 파라미터로 하여 사용자의 품질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력 할당 방법을 

제안한다.

각 기지국의 무선 채널에는 서로 다른 전력이 할당되

며, 은 무선 채널 에 할당된 전력을 의미하고 집합 

  ⋯로 정의한다. 무선 채널과 서비스 

사이의 링크 이득은 로 정의하고 거리에 따른 감소

와 로그노멀 페이딩(lognormal fading)으로 구성된다. 

이 때, 무선 채널에 대한 서비스 의 하향링크 

SINR(signal to interference plus noise ratio)는 식 (1)과 

같다[12]. 여기에서 는 무선 채널로부터의 수신 잡음

을 의미한다. 또한 는 인접 기지국들로부터 발생하는 

기지국간 간섭을 나타낸다.

 


                            (1)

일반적으로 샤논의 법칙을 이용하여 를 식 (2)와  

같이 정의한다. 여기서 은 서비스 에 할당된 무선 

채널의 대역폭을 의미한다.


  ln                  (2)

Ⅲ. 동적 최소 전력 할당

3.1. 전제 조건

전력량을 최소화하면서 QoE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

여 식 (3)의 전력 사용 최소화 파라미터를 정의한다.  여

기서 min은 최소 QoP(Quality of Power), min
은 최소 QoS, min은 최소 QoO, min은 최소 

QoE를 의미한다.

min≅min min min           (3)

최소 전력 min에서 허용 가능한 QoE를 확보하

기 위하여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의 성립이 필요하다. 

① 각 무선채널마다 전력이 할당되므로 최소한의 무선 

자원을 할당한다.

② 협약된 QoE 수준의 허용한도 내에서 전송지연을 최

대화한다.

③ 응용 계층에서 발생하는 처리지연을 최소화한다.

사용자 서비스의 허용 가능한 QoE 제약에 부합하는 

최소 전송률(minimum bit rate)을 유지할 경우, 위의 세 

파라미터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는 최소 전송률을 유

지하면 점유할 무선 대역폭이 최소화됨으로서 간섭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보율은 전송 전력뿐만 아니

라 각 부채널에 대하여 채널 이득에 의존한다. 무선 채

널의 상태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한 사용자에게 특

정 부채널의 채널 이득이 기준치 이하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용자에게는 그 부채널의 품질이 기준치 이상일 

수도 있다. 이러한 채널의 특성을 이용하여 서비스에 

최대 채널 이득을 가진 부채널을 할당함으로서 데이터 

전송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채널 이득 수준을 식 (4)와 같이 표현한다. 여기서 

는 주파수 영역의 부채널의 개수, 은 서비스 수를 의

미한다. 즉 은 번째 서비스의 번째 부채널의 채널 

이득 수준을 나타낸다[13].

 











   ⋯ 
   ⋯ 
   ⋯ 
⋮ ⋮ ⋮ ⋱ ⋮
   ⋯ 

         (4)

채널 이득 정보를 이용하여 기지국은 서비스에 최적

의 부채널을 할당한다. 식 (5)와 같이 서비스 요구 전송

률에 따라서 개의 부채널이 선택된다. 여기서 는 

서비스 에게 할당될 부채널로서, 채널 이득 수준이 최

대인 번째 부채널을 나타낸다.

  arg
 
max  ∈   (5)

기지국에서의 총 사용 전력은 식 (6)와 같다. 





는 

실시간 서비스(realtime service, RT)의 전력 사용량, 






은 비실시간 서비스(non-realtime service, N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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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력 사용량을 의미한다. 와 은 각각 실시

간 서비스와 비실시간 서비스의 수이다.






  




                        (6)

제안 시스템의 전력 할당 문제는 식 (7)과 같다. 

arg min    arg min






 









     (7)

식 (8)이 성립하기 위한 제약 조건은 아래와 같다. 여

기서 
min은 서비스 의 최소 전송률,  은 서비스 

에게 할당된 전송률, 
는 QoS 구간에서 발생하는 

지연, 
는 QoO 구간에서 발생하는 지연, 

max

는 서비스 의 허용 가능한 최대 전송 지연을 의미한다. 

조건 식 (8)은 모든 서비스의 최소 요구 전송률을 만족

시켜야 함을 의미하고, 조건 식 (9)는 모든 서비스의 최

대 전송 지연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 
min                                 (8)




≥
max                       (9)

3.2. 실시간 서비스를 위한 전력 할당

실시간 서비스는 지연 시간에 민감하지만 손실에 강

한 데이터 특성을 갖는 서비스이다. 전송률 변동이 심

한 가변적인 데이터 패킷의 형태를 보이므로 서비스 

의 전송률이 단위시간 동안 
min≤ ≤max의 전

송 패턴을 가진다. 따라서 최소 전력을 유지하기 위하

여 식 (10)이 성립해야 한다. 여기서, 
는 실시간 서

비스 의 현재 전송 지연 시간, 
min는 실시간 

서비스 의 최소 지연 시간 기준치를 의미한다.


 



  
min                    (10)

subject to 
 ≤

min  

서비스 가 서비스 수행도중에 전송지연 기준치를 

초과한다면(
 ≻

min ), 지연을 해소하기 위하

여 자원을 추가 할당하고 전송 지연 기준치를 확보할 

수 있는 전력을 할당한다.

while 
 ≤

min  do

  arg
 
max 


 

 


  

 

end while

실시간 서비스는 데이터 발생이 가변적이므로, 항상 

극단적인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한다. 

따라서 지연이 발생할 경우, 부채널을 추가 할당하고 

이 부채널에 최소 전력을 할당함으로서 전송 지연을 해

결한다.

3.3. 비실시간 서비스를 위한 전력 할당

비실시간 서비스는 지연 시간에 민감하지 않은 반면

에 손실률의 보장이 필요하므로 QoE 요구사항으로 최

소 전송률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최소 전력을 유지

하기 위해서는 식 (11)이 성립해야 한다. 여기서, 


는 비실시간 서비스 의 현재 전송 지연 시간, 


max는 비실시간 서비스 의 최대 지연 시간 기

준치를 의미한다.


 



  
min                    (11)

subject to 
 ≤

max  

서비스 가 전송지연 기준치를 초과한다면

(
 ≻

max), 지연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

원을 추가 할당하고 최소 전력을 할당함으로서  


max까지 유지시킨다.

while 
 ≤

max  do

  arg
 
max   


 

max


  


end 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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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뮬레이션 및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한 동적 부채널 할당 기법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19개의 육각형 셀이 균일하게 분포된 

재사용도 1의 LTE-Advanced 을 고려하였다. MT의 서

비스 요구는 셀 내에서 고르게 발생하며,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발생은 포아송 분포를 따른다. 시스템의 성능

평가는 하향 링크(downlink)에 국한되며, 이를 위한 환

경 변수는 표 1과 같다.

Table. 1 Simulation Parameters [12-14]

Item Parameter (Value)

Frequency
Bandwidth

Carrier Frequency : 2.3GHz

Effective Frequency: 8.75MHz

BS Tx
BS Tx power: 43dBm

BS Max EIRP: 60dBm

Channel Model

Path-loss Model
- Urban Macro Type
- path-loss exponent: 4

Shadowing Model
- WINNER Channel Model II
- 8dB

Fading Model
- ITU-R M.1225 pedestrian B
- 5dB

SINR Exponential: 3dB

본 연구에서 고려한 주요 시스템 레벨 시뮬레이션 환

경은 다음과 같다 [12-14]. TTI(Transmit time interval)

는 0.5ms로 가정하고 한 개의 프레임(10ms)내에 20개

의 TTI가 배치되며, TTI에 해당하는 시간 영역에 7개의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심볼을 갖는다. 또한 부반송파의 간격은 15kHz이다. 자

원 할당 시 최소 단위인 부채널의 구조는 한 개의 TTI에 

해당하는 시간 영역에 7개의 OFDM 심볼과 180KHz에 

해당하는 부반송파 12개로 이루어진 2차원 형태이다. 

따라서 한 프레임은 20개의 TTI와 30개의 RB(Radio 

Resource Blocks)로 총 600개의 RB로 구성된다. 각 RB

는 1개의 서비스에게만 할당되며, 1개의 서비스는 요구 

전송률에 따라서 다수의 RB를 할당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결 상태인 서비스의 평균 전송률이 최소 전송률이하

인 서비스의 비율을 나타내는 Outage 확률, 그리고 기

지국에서 전송하는 전력의 양을 성능척도로 하여, Shao

의 방식[15] 그리고  Xie의 방식[16]과 비교·분석한다. 

그림 2는 서비스의 도착률의 증가에 따른 Outage 확

률의 비교 결과이다. Shao[15]과 Xie[16]에 비하여 제안

된 방법은 Outage 확률을 크게 향상 시켰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기지국은 모든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대하여 

최소 전력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연 한계를 기반으로 

최소 전송률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소 전력만을 

사용하므로 인접 셀 서비스에게 미치는 간섭의 양이 줄

어들고 이로 인하여 시스템 전체적으로 평균 데이터 전

송률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Shao[15]과 

Xie[16]는 셀 내 부하의 증가(여기서는 0.6이상)에 따라 

서비스 분포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자원의 

부족 또는 자원이 잉여가 발생하여 Outage 확률이 현저

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Fig. 2 Comparison of outage probability

Fig. 3 Comparison of transmission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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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서비스의 수의 증가에 따라 변하는 하향 링

크 전력을 나타낸 것이다. 기존  방법에 비하여 전력 할

당의 비율이 현저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자원 점유 변화에 대한 송신 전력 

할당의 대처가  적절했기 때문이다. 제안된 방법에 비

하여 Shao[15], Xie[16]는 서비스의 도착율이 커질수록, 

0.3 이상에서는 각각 700mW 그리고 1100mW 까지 전

송 전력이 증가함을 보인다. 이는 부채널의 상태에 따

라 최적화된 전송률을 확보할 수 있는 전력을 할당함으

로서 적은 전력으로도 서비스의 요구 전송률을 만족시

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서비스 종류 별로 전력 

할당과 자원 할당을 제어함으로서 각 멀티미디어 서비

스의 자원 점유 상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

으며 시스템 환경에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의 최소 전송률과 전송 지연을 

전제 조건으로 전력 감소 방안을 제안하였다. 최소 전

송률, 최소 대역폭, 최대 채널이득, 최소 인접 채널 간섭 

등을 확보함으로서 사용자 수용용량 증가 및 송신 전력 

사용의 최소화를 실현할 수 있었다. 제안된 방법의 성

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outage 확률과 송신 전력 사용

량을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기존의 방법들

에 비하여 성능이 우수함이 확인되었다. 추후 본 연구

를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동일 부채널 간섭 동

적 조정 그리고 전력 분배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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