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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실시간 서비스는 비실시간 서비스에 비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일정량의 데이터 전송률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는 기존의
공정 비례 할당 알고리즘을 통해서는 보장되기 힘들다. 이에 본 논문은 다중 부반송파 다중 사용자 환경에서 공정 비례성
(Proportional Fairness)을 고려하여 실시간 서비스를 지원하기위한 두 가지의 변형된 스케쥴링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모의
실험을 통하여 병렬적 자원 구조 기법의 경우 효과적인 자원 할당 분배 비율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실시간 서비스 사용
자에게 더 높은 우선 순위를 주는 기법의 경우에 공정 비례성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이 동시에 향상되는 우수함을 보였다. 또한,
적은 복잡도로 공정 비례성을 거의 확보한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1. 서 론

시스템에서의 공정 비례 할당 알고리즘 및 낮은 복잡도로 공정 비례성

차세대 무선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고속의 데이터 전송 및 효율적인

에 도달하는 알고리즘을 제안되었으며 [3] 에서는 공정 비례성에 입각

주파수 자원 분배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이에 IEEE 802.16 표준이나

하여 부반송파 및 파워 할당 알고리즘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위 연구들

WiMax의 여러 가지 비즈니스 적용 모델들이 연구, 발전되어 왔으며 이

은 실시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의 품질 요소들을 고려하지

러한 시스템에서 공정 비례 할당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공정성(fairness)

않았으며 이에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연구들이 연구되었다 [4][5]. [4]

과 데이터 전송량(throughput)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널리 이용되

에서는 최소 데이터 전송률을 보장하는 공정 비례 할당 알고리즘이 연

어왔다. 비록 공정 비례 할당 알고리즘이 일정 수준의 공정성과 데이터

구되었고 [5] 에서는 지연시간에 민감한 단일 부반송파 시스템에서의

전송량을 보장하지만 이는 사용자들의 버퍼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가

최소 전송률을 보장하는 공정 비례 할당 알고리즘이 연구되었다. 또, [6]

정 아래 자원을 분배하는 best-effort 방식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 비

에서는 여기 서비스 품질 관련 요인들을 공정 비례 할당 알고리즘에 적

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일정량의 데이터를 받아야 하는 실시간 서비스의

용하여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전의 연구

품질(Quality of Service)을 만족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실제로 이러한

들은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너무 많은 공정 비례성의 손실을

공정 비례 할당 알고리즘의 특성을 [1] 에서 보인바 있다. 따라서, 실시

보거나 단한가지의 알고리즘 디자인 기준만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일정

간 서비스를 지원하고 사용자들의 공정성과 데이터 전송량을 동시에 만

량의 공정성과 데이터 전송량을 보장해주는 공정 비례성과 서비스 품질

족 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자원 할당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

을 동시에 고려하는 알고리즘 제안이 필수적이다. 또한, 위 연구들은 각

로 변형된 공정 비례 스케쥴링 알고리즘 연구를 통해 공정성, 데이터 전

사용자의 평균적인 데이터 전송률을 계산하기 위한 평균 윈도우 크기

송량, 서비스 품질의 세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장점을 갖는 알고리즘 개

(average window size)를 스케쥴링 시간에 비해 크게 설정하였는데 이

발이 필요하다.

는 실시간 서비스를 지원하는 공정 비례 할당 시스템에서는 적합하지

기존의 여러 기관 및 연구소에서 공정성, 데이터 전송량, 서비스 품
질을 고려한 스케쥴링 알고리즘을 연구해 왔다. [2] 에서는 다중반송파

않다. 스케쥴링 시간에 비해 평균 윈도우 크기가 지나치게 크면 초기에
많은 부반송파를 할당 받은 사용자는 후에 부반송파 할당에 대한 우선
순위가 낮아지게 되는데 이른 빠른 시간내에 일정량을 데이터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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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실시간 서비스에서는 곧바로 outage를 야기한다. 따라서, 실시간

3. 제안하는 알고리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작은 평균 윈도우 크기도 고려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간 서비스를 지원하는 변형된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중 부반송파 다중 사용자 환경에서 공정 비례

형태의 공정 비례 할당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첫 번째로 실시간 서비스

성(Proportional Fairness)을 고려하여 실시간 서비스를 지원하기위한

사용자와 그렇지 않은 사용자들의 그룹을 나누어 두 그룹에 적절한 양

두 가지의 변형된 스케쥴링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모의 실험을 통하여

의 주파수 자원을 각각 분배하여 각 그룹별로 따로 공정 비례 스케쥴링

병렬적 자원 구조 기법의 경우 효과적인 자원 할당 분배 비율을 실험적

을 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로는 실시간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으로 확인하였으며 실시간 서비스 사용자에게 더 높은 우선 순위를 주

위해 실시간 서비스 사용자에게 일정량의 우선 순위를 더 주어 주파수

는 기법의 경우에 공정 비례성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이 동시에 향상되는

자원을 분배하는 방법이다.

우수함을 보였다. 또한, 적은 복잡도로 공정 비례성을 거의 확보한다는

A. Algorithm 1 : 병렬적 구조의 공정 비례 할당 알고리즘

것도 확인하였다.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평균 윈도우 크기는 실시간 서비스 사용자
들을 지원하는 자원 할당 알고리즘에서는 고려해야하는 요인 중 하나이

2. 시스템 모형

다. 그러나 실제 시스템에서는 실시간, 비실시간 서비스 유저가 공존하

본 논문에서는 단일 셀에 K명의 사용자가 있는 하향 링크 OFDMA

고 있는 상황이므로 둘 중 한 그룹은 시스템 목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스템을 고려하였다. 전체 대역폭은 N개의 부채널(subchannel)로 나

큰 또는 작은 평균 윈도우 크기로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뉘어 있으며 k번째 사용자의 n번째 부채널의 채널 이득은 다음과 같이

실시간 서비스 사용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평균 윈도우 크기를 작게

정의한다.

해야 효과적인데 이로인해 비실시간 서비스 사용자들은 공정성 및 데이

   

   


(1)

   은 평균이 0 인 복소 가우시안 랜덤 변수로 모델링되는 다중경로

터 전송량에 손해를 보게 된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상황이 된다. 이
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첫 번째로 제안하는 스케쥴링 알고
리즘은 실시간 서비스 사용자 그룹과 그렇지 않은 사용자 그룹에 각기

요소들의 페이져(phasor) 합을 나타내며 이는 레일리(Rayleigh) 페이딩

다른 양의 주파수 자원을 할당하여 각각의 스케쥴러가 따로 주파수 자

채널을 의미한다. 또한,  는 경로 감쇄 지수로 이번 실험에서는 4로 가

원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나뉘어진 주파수 자원을 바탕으로 매

정한다. 기지국의 총 파워는   이며 k번째 사용자의 n번째 부채널의

부채널 할당 시 전체 사용자별 부채널의 가능 데이터 전송률을 비교하
여 가장 높은 데이터 전송률을 갖는 사용자에게 해당 부채널을 할당하

수신 파워는 다음과 같다.

  

고 그 할당 상황을 각 사용자의 평균 데이터 전송률(average data rate)


     


(2)

에 바로 업데이트하여 다음 부채널 할당시 반영한다. 자원 할당 알고리
즘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우리는 각 부채널에 할당되는 파워는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k번

1. 모든 유저의 부채널에 대해 가능 데이터 전송률을 (3)과 같이 계산

째 사용자의 n번째 부채널의 가능 데이터 전송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한다.

수 있다.

 





  
     


2. 모든 k, n 에 대해     으로 초기화 한다.
(3)

3.       

   ≠

  은 잡음의 분산 값을 의미하며 서로 독립이고 평균이 0 인 복소 가
정성 측도(fairness inde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4)





여기서   은 할당 부채널 할당 변수로 할당 되었을 경우 1 그렇지 않

또한, 공정 비례 스케쥴링을 위한 평균적인 데이터 전송량은 [2]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업데이트 하고 그 때의 평균 윈도우 크기는 tc로 정의한
다.

 



    

  
 




  







    
 
    



우시간 랜덤 변수로 구성된다. 시스템의 공정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공





을 경우엔 0 으로 정의한다. 또한, 각 그룹의 서브 채널 개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여기서  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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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

4. 모의 실험을 통한 성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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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age probability

algorith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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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그룹

case 1(50%)
case 2(25%)
비실시간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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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ay

[bit/sec]

[sec]

14.4K
28K
128K

20m
100m
5

표 1 사용자 그룹의 최소 데이터 전송량 및 지연 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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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험에서는 셀 반경이 1000m인 단일셀 OFDMA 시스템을 고

0.9

γ

려한다. 사용자들은 크게 실시간 사용자 그룹과 비실시간 사용자 그룹

 에 따른 outage

그림 1.

으로 나뉜다. 또한, 사용자가 정해진 제한 지연 시간 내에 일정량의 데

확률

여기서  는 전체 주파수 자원 대비 실시간 사용자 그룹에게 할당 되는

이터를 받지 못할 경우를 outage 사건으로 정의한다.

주파수 자원의 비율을 의미한다. 또한, r은 사용자 그룹을 나타내는 변

          

수로 r=1이면 실시간 서비스 사용자 그룹, r=2이면 비실시간 서비스 사

여기서   과 지연 시간 제한은 [7][8]을 참고하여 정하였고 표1. 과

용자 그룹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원 할당 방식을 바탕으로 모의 실험에
서는 실시간 서비스 사용자 그룹과 비실시간 서비스 사용자 그룹의 자
원 분배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7)

같이 설정한다. 실험에서는 앞에서 제안한 알고리즘들을 바탕으로한 모
의 실험 통해 최적의 성능을 갖는 파라미터를 찾고 그 성능을 분석해
본다. 그림 1 은 병렬적 구조의 공정 비례 할당 알고리즘에서 실시간 사

B. Algorithm 2 : 실시간 그룹에 우선 순위를 더 주는 알고리즘

용자 그룹과 비 실시간 사용자 그룹의 자원 할당 비율을 결정하는 변수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실시간 서비스 사용자들은 빠른 시간내에 일

 를 outage 측면에서 최적의 값을 알아 본 것이다. 모의 실험을 위해

정량에 데이터 전송량을 보장 받아야 하는 서비스 품질 요구 사항(QoS

실시간 사용자 그룹의 tc는 3, 비실시간 사용자 그룹의 tc는 10으로 설정

requirement)이 있다. 두 번째로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서는 이러한 짧은

하였다.  값이 0.7～0.8 일때 가장 실시간 사용자들을 효과적으로 지원

지연 시간 제한(delay constraint)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실시간 서비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값이 지나치게 크면 자원의 불균형으로

유저에 일정 수준의 우선 순위를 더 주는 자원 할당 알고리즘을 제안한

오히려 outage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시스템에서는

다. 이렇게 하면 실시간 서비스 유저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

목표 outage 확률을 정하고 그에 맞는  값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시스템의 공정성 역시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자원 할당 알고리즘은

고 하겠다. 그림 2. 에서는 실시간 그룹에 우선 순위를 더 주는 알고리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즘에서 C 값에 따른 outage 확률을 본 것이다. 모의 실험을 통하여 절절

1. 모든 유저의 부채널에 대해 가능 데이터 전송률을 (3)과 같이 계산

한 C 설정으로 실시간 서비스 사용자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한다.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C 가 커질 수록 사용자들 간의 공정성 손실을

2. 모든 k, n 에 대해     으로 초기화 한다.

확률을 10 으로 설정하고 공정성을 고려하여 C 값을 5로 정하여 다음

3.   ≠




 

보므로 이러한 요인을 고려해 주어야 한다. 본 실험에서는 목표 ou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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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3. 은 두 번째 알고리즘의 공정 비례성을 알아



보기 위한 실험이다. 공정 비례성은 시스템의 평균적인 데이터 전송량

    

의 로그값들의 합을 최대화 한다고 알려져 있고 이를 위해 [2]에서 기존

 
       



에 연구하였던 알고리즘들을 비교 대상으로 하였다. Full search는 시스



    

  
 




  

N
템의 복잡도가 O(K )으로 사용자 수와 부채널의 수가 많아 질수록 복

잡도가 지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간단한 실험을 위해 이 때의 부채

∙   

널의 수는 4개로 제한하였다. 또한, 실시간 서비스를 위해서 평균 윈도

 

우 크기는 3으로 설정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낮은
여기서 우리는 c를 우선 순위 파라미터로 명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6)

복잡도로 공정 비례성에 거의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
는 사용자 수에 따른 공정성 측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 때에는 full
search case는 비교하지 않았으므로 부채널의 숫자는 15개로 늘려 실험

여기서 C 값은 실시간 사용자에게 얼마나 많은 우선 순위를 부여할 것

을 진행하였다. 이 그래프에서도 그림 3. 과 마찬가지로 제안하는 알고

인가를 나타내며 모의 실험을 통해서 적절한 값을 찾는다.

리즘이 공정성 면에서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 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얼마나 실시간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지를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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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에 따른 outage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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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용자 수에 따른 로그합

그림 5 평균 윈도우 크기에 따른 outage 확률

있는 그래프이다. 앞에서 실험한대로 C는 5로 설정하였으며 모든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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