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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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에서는 전력과 대역폭이 연속적이라는 가정 하에 최소 데이터
전송률을 제한 조건으로 두고 공정 비례(Proportional Fairness) 문제를 정의한 뒤 라그랑주 곱수를 이용하여 전력과 대역폭
할당량을 계산하고 이를 양자화 하기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의 솔루션을 보다 효과적으로 양자화 하
기 위한 전력 및 부반송파 할당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모의 실험을 통하여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기존의 양자화된 할당 방식보
다 큰 공정 비례성을 확보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연속적인 자원 할당 일 때 보다 오히려 outage 확률 면에서 보상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1. 서 론
통신 시스템에서 공정 비례(Proportional Fair) 할당 알고리즘은 사용
자간의 공정성(fairness)과 데이터 전송량(throughput)를 동시에 고려
하는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어왔다. 그러나 공정 비례 할당 알고리즘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일정량의 데이터를 받아야 하는 실시간 서
비스의 품질(Quality of Service)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적절하는 연구 결
과가 있다. 따라서, 실시간 서비스를 지원하고 사용자들의 공정성과 데
이터 전송량을 동시에 만족 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자원 할당 알고리즘
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실시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여
러 가지 변형된 공정 비례 스케쥴링 알고리즘이 연구되어 왔다[2-5].
[2] 에서는 최소 데이터 전송률 보장과 공정 비례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알고리즘이 연구되었고 [3] 에서는 지연시간에 민감한 단일 부반송파
시스템에서의 최소 전송률을 보장하는 공정 비례 할당 알고리즘이 연구
되었다. 또, [4] 에서는 서비스 품질 관련 요인들을 공정 비례 할당 알고
리즘에 적용하여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
구들은 서비스 품질을 고려하면서 지나친 공정 비례성의 손실을 보았
다. 이에 [5]에서는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는 동시에 공정 비례성도 확
보할 수 있는 부반송파 할당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위 연구들
은 전력 할당 문제는 고려하지 않아 [1]에서는 전력과 대역폭이 연속적
이라는 가정 하에 서비스 품질을 제한 조건으로 두고 문제를 정의한 뒤
라그랑주 곱수를 이용하여 풀고 그에 대한 파워와 대역폭 할당을 계산
하였으며 그 값을 양자화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이 문제를
통해 전력과 대역폭을 공정 비례성에 맞게 할당하는 해결책이 제안되었
지만 연속적인 값으로 나온 전력과 대역폭 값을 양자화 하는 과정에서
공정 비례성이 훼손됨은 물론 문제에서 최소 전송률을 제한 조건으로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outage가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가 생겼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중 부반송파 다중 사용자 환경에서 실시간 서
비스 사용자들의 최소 데이터 전송량 제한 조건이 있는 공정 비례 자원
할당 문제의 솔루션을 효과적으로 양자화 하기 위한 전력 및 대역폭
할당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모의 실험을 통하여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기존의 양자화된 할당 방식보다 공정 비례성을 확보 할 수 있으며 동시
에 연속적인 자원 할당 일 때 보다 오히려 outage 확률면에서 보상 효과
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시스템 모형

본 논문에서는 단일 셀에 K명의 사용자가 있는 하향 링크 OFDMA
시스템을 고려하였다. 자원 할당의 최소 단위는 부반송파들의 묶음인
부채널(subchannel)으로 하고 N개가 있다고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 모
시스템 변수들은 [1]를 따른다. 실시간 사용자의 최소 데이터 전송률
제한 조건이 있는 공정 비례 자원 할당 문제는 [1]에서 정의 되었으며
k번 사용자의 할당 대역폭   와 전력  에 대한 솔루션은 다음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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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다. 여기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의 경 와 이가 이 나는
이유는 의 경 는 자원을 연속적으로 생 한
이상적인 경 이
기 때문이다. 그 2는 3가지 경 의 outage 확률을 비교해 보았다. 여
기서 주 할 은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Q 의 경 는 물론이고 의
경 보다도 outage확률이 개 되었다는 이다. 그 이유는 의 경
[1]에서 정의한 최적화 문제에 일반적 최적( lobal Optimum)한 이
존 하지 않을 경 에는 최소 데이터 전송률 제한 조건을 지키지 하
는 경 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1-4)의 솔루션을 이진 을 통해
로 값을 아가는 과정에서
의 사용자들이 drop되는 상이 발
생하기 때문이다. 반면,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step2에서 최소 데이터 전
송률 제한 조건을 맞 어 주는 과정이 있어 outage면에서 성 개 효
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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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수로 나 변수를 나 다. 이 솔루션은 에 이진 (binary
search)를 이용하여 전력 과 대역폭 을 제한에 맞 게 된다. 모의 실
험에서 값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 경 를 ( ontinuous esource)라
고 정의하 다. 주어진 시스템에 대해 계산된 (1-4)식은 주파수 및 전력
을 연속적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한 값이 로 이를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
해서는 효과적으로 양자화하여야 한다. 여기서, 양자화 대역폭의 경
부채널 할당 시 할당하는 최소의 단위가 부채널의 개수가 되기 때문에
연속적인 값들로 정의된 식(1-4)의 값들을 양자화한다는 것이다. [1]에
서는 (1-4)를 통해 할당된 자원량의 비 대로 전 주파수 및 전력 자원
을 할당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경 를 Q (Quanti ed esource)라고 정
의하 다). 그러나 이 게 할 경 연속적인 위에서 할당된 (1-4)의
값이 실시간 사용자들은 최소 전송률만을 만족시키고 나 지 자원은 비
실시간 사용자들에게 배되는 상이 발생하여 이를 비 대로 양자화
를 하게 되면 공정 비례성이 훼손됨은 물론 문제에서 최소 전송률을 제
한 조건으로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outage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
다. 또한, 부채널 다 다른 채널 이 을 문제에서는 사용자의
적
인 채널 이 을 이용하여 최적화 문제를 풀었으 로 양자화 할 때 사용
자에게 N개의 부채널 중 어 부채널을 할당할 것인가의 문제도 발생하
게 되고 양자화 과정에서 이를 반 시 고려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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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평균 데이터 전송률의 로그합. tc=10, N=100,
step 1. 모든 사용자에게 최소 단위의 부채널을 할당한다.
step 2. step 1를 거친 후의 실시간 서비스 사용자의 현재 가능 전송
량을 체크한 후 최소 데이터 전송량을 만족하지 못한 사용자들에 한에
서 만족할 때 까지 부채널을 할당한다.
step 3. (1)과 (3) 에서 할당한 비율을 ⌈  ⌉ 으로
계산하고 
 값이 큰 사용자부터 남은 부채널을 할당한다.
W는 시스템의 전체 대역폭, N은 부채널의 개수, N 은 step2 후 남
은 부채널의 개수, 
 은 step3 에서 비율별로 받을 부채널의 개수를 의
미한다. 여기서 모든 과정에서 부채널을 할당할 때에는 최대 채널 이득
을 갖는 부채널을 할당하며 만약 그 부채널이 이미 다른 사용자에 할당
그림 2.outage 확률. tc=10, N=100,
되었다면 그 다음 순서의 채널 이득을 갖는 부채널을 할당한다. 또한,
할당 받을 부채널이 더 이상 없으면 그 시점에서 자원 할당 알고리즘을
종료한다. 전력의 경우에는 (2)와 (4)에서 계산된 값을 시스템의 특성에 5. 결론
따라 양자화하여 분배 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중 부반송파 다중 사용자 환경에서 실시간 서비스 사
4. 모의 실험을 통한 성능 분석
용자들의 최소 데이터 전송량 제한 조건이 있는 공정 비례 자원 할당
이번 실험에서는 셀 반경이 1000m인 단일셀 OFDMA 시스템을 고 문제의 솔루션을 효과적으로 양자화 하기 위한 전력 및 대역폭 할당
려한다. 셀 외곽에서의 평균 SNR은 0dB이며 스케쥴링 단위 시간은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모의 실험을 통해서 평균 전송률의 로그합의
5ms로 가정하였다. 사용자들은 크게 실시간 사용자 그룹과 비실시간 사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outage측면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
용자 그룹으로 나뉜다. 또한, 사용자가 정해진 제한 지연 시간 내에 최 을 확인하였다.
소한의 데이터양을 받지 못할 경우를 outage 사건으로 정의한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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