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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스마트폰을 비롯한 생활 밀착형 모바일 장치에서 모뎀이 소모하는 

전력량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이 끊임없이 경주되고 있다. 이러한 

모뎀의 전력 소모량 절감 방안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패킷 전송 지연 

기법에 기반한다. 패킷 전송 지연 기법이란 모바일 장치에서 지연 

전송이 가능한 패킷의 전송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패킷의 전송을 

지연시켰다가 이후에 전송 요청된 패킷들과 함께 한 번에 전송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모뎀이 여러 개의 패킷을 긴 시간에 걸쳐 

산발적으로 전송하는 것에 비해서, 같은 패킷들을 짧은 시간 동안 

한꺼번에 전송할 때 훨씬 적은 양의 전력을 소모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개발된 기법이다. 기존 연구들은 패킷 전송 지연 

기법을 모바일 장치의 다양한 동작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각기 

다른 방안들을 제시한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같은 최신 모바일 장치의 

복잡한 동작 환경에서 모뎀의 무선 자원 제어 상태를 치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패킷 전송 지연 기법은 오히려 예기치 못한 

추가적인 전력 소모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 문제는 기존의 모뎀 전력 

소모량 절감 기법들의 효용성을 크게 해침으로써 실제 산업에 적용되기 

어렵게 만든다. 

본 학위논문에서는 앞서 설명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별적 패킷 

전송 지연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패킷 전송을 지연한 

결과로 모뎀의 전력 소모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될 때에만 선별적으로 

패킷 전송을 지연한다. 이 기법의 핵심 골자는 패킷 전송 지연에 따른 

전력량 이득 추산 모델이다. 이 모델은 모바일 장치에서 어떤 패킷의 

전송 요청이 발생했을 때, 해당 시점의 모뎀의 무선 자원 제어 상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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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번 패킷 전송 요청의 예상 발생 시점을 사용하여, 해당 패킷을 

지연 전송하는 경우 모뎀의 전력 소모량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계산하는 

모델이다. 제안하는 선별적 패킷 전송 지연 기법은 세 개의 핵심 

컴포넌트들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지연 가능 패킷 판별기(Deferrable 

Packet Identifier)이다. 이 컴포넌트는 패킷 전송 요청이 발생했을 때, 

해당 패킷의 전송 지연을 모바일 장치의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용하여 그 패킷의 지연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두 번째는 

패턴 기반 다음 패킷 예측기(Pattern-based Next Packet 

Predictor)이다. 이 컴포넌트는 사전 학습 단계와 온라인 적용 단계로 

나누어 동작한다. 먼저 사전 학습 단계에서는 모바일 장치에서 

수행되는 응용들의 패킷 전송 요청들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각 

응용의 패킷 전송 요청 패턴들을 도출한다. 이후 온라인 적용 

단계에서는 도출된 패턴들을 사용하여 모바일 장치에서 다음 패킷 전송 

요청이 언제 발생할지를 예측한다. 마지막 컴포넌트는 패킷 전송 시점 

결정기(Packet Transmission Time Designator)이다. 이 컴포넌트는 

패킷 전송 요청이 발생했을 때, 앞서 언급한 두 컴포넌트의 수행 

결과와 패킷 전송 지연에 따른 전력량 이득 추산 모델을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모뎀의 전력 소모량이 절감되도록 해당 패킷의 실제 전송 

시점을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법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제 

이동통신 네트워크망에 연결된 상용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다양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KT의 4세대 LTE 네트워크 망에 

연결된 Google Nexus 5 스마트폰에 앞서 설명한 세 가지 핵심 

컴포넌트들을 구현하고 실험적으로 모뎀의 전력 소모량 절감 효과를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된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모뎀의 전력 

소모량이 최대 22.5%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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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서 제안하는 패킷 전송 지연에 따른 전력량 이득 추산 모델과 

이를 활용한 선별적 패킷 전송 지연 기법이 최신 모바일 장치에 탑재된 

모뎀의 전력 소모량을 줄이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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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모뎀의 전력 소모량을 절감하는 것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생활 

밀착형 모바일 장치의 배터리 동작 시간을 연장함으로써 제품의 

유용성과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최적화 작업이다. 

실제로 스마트폰의 경우 전체 소모 전력량 중 25~47%가 모뎀에 의해 

소모된다고 알려져 있다[1][2][3][4].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등장 

이래로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급격한 증가 

추세는 모뎀의 전력 소모량을 줄이는 문제의 중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5][6]. 

모뎀의 전력 소모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뎀의 동작 특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어떤 시간 

동안 모뎀이 소모한 전력량은 해당 시간 동안 발생한 모뎀의 상태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같은 양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동작 특성에 따른 모뎀의 상태 변화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모뎀의 총 전력 소모량이 극심하게 

변화하게 된다[7][8][9][10]. 이러한 모뎀의 동작 특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무선 자원 제어(Radio Resource Control, RRC) 

프로토콜이다. 무선 자원 제어 프로토콜이란 국제 통신 표준화 단체인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가 모뎀의 무선 자원 사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표준화한 프로토콜이다[11][12]. 이는 국제 

표준화 기구의 OSI(Open Systems Interconnection) 7계층 모형에 

따르면, 제 3계층에 위치하는 프로토콜이다[13]. 



 
２ 

모바일 장치에서 패킷의 전송 요청이 발생하면, 모뎀은 먼저 무선 자원 

제어 프로토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동통신 무선 접속망의 기지국과 

통신하여 무선 자원을 확보한다. 이후 패킷 전송이 완료되면 모뎀은 

가지고 있던 무선 자원을 반환한다. 이러한 무선 자원 획득과 반환 절차 

중에는 모뎀과 무선 접속망 사이에 여러 번의 데이터 교환이 발생한다. 

이는 상당한 전력 소모를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14][15]. 따라서, 

모뎀이 패킷 전송이 필요할 때마다 매번 무선 자원을 확보했다가 

반환하는 절차를 수행한다면 엄청난 양의 전력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3GPP는 이러한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한 기법을 무선 자원 

프로토콜에 추가하였다. 이 기법의 핵심 아이디어는 어떤 패킷의 전송 

후에 곧 이어서 새로운 패킷 전송 요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모뎀이 전송 요청된 패킷의 전송을 완료한 후 사전에 정해진 시간 만큼 

무선 자원 반환 절차를 지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무선 자원 반환 지연 

시간을 모뎀의 tail 시간이라고 부른다[15]. 짧은 시간 내에 연속적으로 

다수의 패킷 전송이 이루어지는 버스트한 패킷 전송(burst packet 

transmission)이 발생하는 경우, tail 시간은 모뎀이 매 패킷 마다 

반복적인 무선 자원 획득과 반환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오버헤드를 효과적으로 줄여준다[16]. 

그러나 tail 시간이 항상 모뎀의 전력 소모량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효과만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tail 시간 동안 새로운 패킷 전송 

요청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시간 동안 모뎀이 확보해 두었던 무선 

자원을 유지하기 위해 소모한 전력은 불필요하게 낭비되어 버린다. 

실제로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낭비되는 전력량이 모뎀이 소모하는 총 

전력량의 60% 까지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17][18][19][20]. 따라서 

모뎀의 전력 소모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뎀의 tail 시간이 가져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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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최신 모바일 장치에 장착된 모뎀의 전력 소모량 

절감을 위한 선별적 패킷 전송 지연 기법을 제안한다. 이에 더해서 

제안하는 기법을 상용 무선 네트워크 망에 연결된 스마트폰에 적용하여 

그 효용성을 실험적으로 검증한 결과를 제시한다. 본 장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다. 먼저 1절에서는 기존의 모뎀 전력 소모량 절감 연구들의 

흐름과 이들의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본 학위논문의 연구 동기를 

설명한다. 이어지는 2절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내용에 대해 개관한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본 논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구성을 설명한다. 

 

제 1 절 연구 동기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장치들이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잡기 

시작하고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기 시작한 2000년대 후반 이후, 

모뎀의 전력 소모량을 줄이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고안되었다. 이들은 

주로 모뎀의 tail 시간에 집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tail 시간이 

가져오는 이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tail 시간 동안 다른 패킷 전송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전력 낭비를 최소화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이 연구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필요에 따라 tail 

시간을 정해진 길이보다 짧게 끝내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핵심 

아이디어는 다음 번 패킷 전송 요청이 현재 모뎀의 tail 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할 것으로 판단될 때 모뎀의 tail 시간을 강제로 끝내는 

것이다. 이 방식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장치와 이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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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기지국 사이에 추가적인 신호 교환이 필요하다[21][22]. 그 

이유는 tail 시간의 강제 종료에 의해서 사전에 약속된 시점보다 이르게 

무선 자원의 반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확장성(scalability)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 즉,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한 기지국에 연결되는 모바일 장치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점점 추가적인 신호 교환으로 인한 오버헤드를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이에 더해서 tail 시간을 강제로 종료한 직후에 모바일 장치에서 새로운 

패킷 전송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선 자원을 다시 획득하는 

과정에서의 오버헤드도 발생한다. 특히 tail 시간을 강제로 끝내는 절차가 

표준화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모바일 장치 제조사와 이동통신 제공자 

마다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더욱 비효율적인 신호 교환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3GPP의 8번째 이동통신 

표준인 4세대 LTE(Long-Term Evolution) 표준부터는 공식적으로 tail 

시간의 강제 종료 절차를 정의하였다[21]. 또한 이를 사용하는 

가이드라인도 제공하였다[23]. 하지만 여전히 무분별한 tail 시간의 강제 

종료 기법들이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심각한 부하를 초래하고 있다[24]. 

두 번째는 서로 다른 패킷 전송으로 발생하는 tail 시간들을 가능한 

중첩 시키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모바일 장치에서 전송 요청된 패킷들의 

실제 전송 시간을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조절하여 가능한 여러 개의 

패킷을 한꺼번에 전송한다. 그 결과 실제적으로 모뎀은 패킷 전송이 마치 

한번만 발생한 것처럼 tail 시간을 경험하게 된다. 이 방식을 사용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지연 전송이 가능한 패킷들을 판별한 후, 이들의 전송을 

지연시켜 이후에 전송 요청된 패킷과 함께 내보낸다. 이들 연구들은 보통 

지연 전송이 허용되는 패킷을 판별해내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이들의 전송 시점 조절 방안에 대해서는 단순히 다음 패킷 전송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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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까지 지연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모뎀의 동작 상태를 

치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패킷 전송을 지연하는 경우, 기대와는 반대로 

모뎀의 총 소모 전력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패킷 전송 지연을 통한 모뎀 전력 소모량 절감 기법의 효용성을 크게 

저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산업에 적용되기 어렵게 만든다. 

스마트폰에 더해 사물 인터넷(Internet-of-Things, IoT)의 급격한 

확대가 초래하는 필연적인 데이터 트래픽의 증가만으로도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큰 부하를 야기하게 된다[22]. 따라서 네트워크에 추가적인 

부하를 가하지 않는 두 번째 방식의 모뎀 전력 소모량 절감 기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연 전송이 가능한 패킷을 

효과적으로 검출해내는 기법 뿐만이 아니라 모뎀의 상태 변화를 고려한 

정교한 패킷 전송 지연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한 실용적인 모뎀의 전력 소모량 절감 기법은 찾을 

수 없다. 

 

제 2 절 연구 내용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모뎀의 상태 변화를 치밀하게 고려한 패킷 

전송 지연을 통해 모뎀의 tail 시간 동안 낭비되는 전력 소모량을 

절감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학위논문에서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 수단으로 선별적 패킷 전송 지연 기법을 제안한다. 

선별적 패킷 전송 지연 기법은 지연 전송이 허용되는 패킷의 전송 

요청이 발생했을 때, 해당 패킷의 전송 지연이 모뎀의 전력 소모량을 

줄일 것으로 예상될 때에만 실제로 전송을 지연시키는 기법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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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은 패킷 전송 지연에 따른 전력량 이득 추산 모델을 사용하여 패킷 

전송 지연으로 인한 모뎀 전력 소모량 절감 효과를 추산한다. 구체적으로,  

이 모델은 패킷 전송 요청이 발생하는 시점의 모뎀의 정확한 상태와, 

패킷 전송을 지연했을 때 예상되는 모뎀의 향후 상태 변화를 사용하여 

해당 패킷을 지연할 때 발생하는 모뎀의 전력 소모량 변화를 계산한다. 

선별적 패킷 전송 지연 기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연 전송이 허용되는 패킷의 판별 

 모뎀의 현재 상태 파악과 향후 모뎀의 상태 변화 예측 

 모뎀의 전력 소모량을 절감할 수 있는 패킷 전송 시점 결정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전송 지연이 허용되는 패킷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시스템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송 지연이 허용되는 패킷을 지연 가능 패킷(deferrable 

packet)으로 부른다. 그리고 이를 검출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은 지연 

가능 패킷 판별기(Deferrable Packet Identifier) 컴포넌트로 구현되어 

선별적 패킷 전송 지연 기법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과 같이 

사용자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모바일 장치의 특성상 전송을 지연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는 패킷을 지연 가능 패킷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느끼는 불편함 이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며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수적인 접근을 

통해 객관적인 기준을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전송을 지연했을 때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패킷을 지연 가능 패킷으로 정의한다. 

첫째, 모바일 장치에서 동작하는 응용의 정확성이 보장된다. 둘째, 

사용자가 전송이 지연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이러한 정의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패킷 전송 요청을 발생시킨 응용의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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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지연 가능한 패킷을 판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두 번째 문제는 두 개의 세부 문제들로 구성된다. 하나는 모뎀의 

정확한 현재 상태를 알아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향후 모뎀의 상태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다. 모뎀의 현재 상태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한 가지는 모뎀이 자신의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경우 간단히 이를 사용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모뎀의 최근 패킷 송수신 시점으로부터 모뎀의 상태 변화를 

시뮬레이션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떤 모바일 장치에도 적용 

가능한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매우 직관적이므로 본 

학위논문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는다. 

향후 모뎀의 상태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발생할 패킷 

전송 요청 시점을 알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응용의 패킷 전송 요청 

패턴을 학습하고 이를 사용하여 모바일 장치의 다음 패킷 전송 요청 

시점을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패턴 기반 다음 패킷 

예측기(Pattern-based Next Packet Transmission Request Predictor) 

컴포넌트로 구현된다. 제안하는 방법은 사전 학습 단계(offline learning 

phase)와 온라인 적용 단계(online application phase)로 나뉘어 

동작한다. 먼저 사전 학습 단계에서는 각 응용 별로 생성하는 패킷 전송 

요청들을 수집하고, 그 결과로부터 응용의 패킷 전송 요청 패턴들을 

검출한다. 검출된 패턴들은 NAND 플래시 메모리와 같은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된다. 온라인 적용 단계는 응용의 패킷 전송 요청이 발생했을 

때, 저장된 패턴들과 매칭하여 해당 응용의 다음 패킷 전송 요청이 언제 

발생할지를 예측한다. 그리고 현재 동작 중인 모든 응용의 다음 패킷 

전송 요청 예측 시점들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모바일 장치에서 다음 

패킷 전송 요청이 언제 발생할지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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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기법은 먼저 전송 요청된 

패킷의 실제 전송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모뎀의 전력 소모량을 계산한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전력 이득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만 패킷의 전송을 

지연한다. 이 방법은 패킷 전송 시점 결정기(Packet Transmission Time 

Designator) 컴포넌트로 구현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패킷 전송 

지연에 따른 전력량 이득 추산 모델을 제안한다. 이 모델은 지연 가능한 

패킷의 전송 요청이 발생했을 때 사용된다. 먼저 전송 요청된 패킷이 

바로 전송되는 경우와 지연 전송되는 경우의 모뎀의 상태 변화를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패킷이 지연 전송될 때 얻을 수 있는 모뎀의 

전력 소모량 이득을 계산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패킷의 전송 지연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를 통해 패킷 전송 지연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전력 손실을 피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스마트폰 동작 환경에서의 다양한 실험을 통해 

제안한 선별적 패킷 전송 지연 기법의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실험에는 

KT의 4세대 LTE 네트워크 망에 연결된 Google Nexus 5 스마트폰을 

사용하였다. 이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로는 Android 4.4 KitKat을 

탑재했다. 실제 Google Play에서 배포되는 응용들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동작 시키면서 다양한 실험을 수행한 결과, 제안한 기법을 

적용한 경우 그렇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모뎀의 전력 소모량이 22.5% 

까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안한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버헤드도 미미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제안된 선별적 

패킷 전송 지연 기법이 모뎀의 전력 소모량을 줄이는 매우 실용적인 

수단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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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논문 구성 

본 학위논문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해를 위해 필수적인 배경 지식과 연구의 기저가 

되는 기존 연구 동향을 자세히 살펴본다. 3장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연구를 통해 풀고자 하는 문제들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4장에서는 앞서 설명한 문제들에 대한 기술적인 해결 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5장에서는 실질적이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된 해결 방안의 유용성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결론을 맺고 향후 연구 방안에 대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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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경 지식과 관련 연구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기저가 되는 배경 지식과 기존 산∙학계의 

관련 연구들에 대해 정리하여 소개한다. 먼저 본 논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 지식으로 최신 모바일 장치에 장착된 모뎀이 사용하는 무선 

자원 제어 프로토콜과 비연속적 수신(Discontinuous Reception, DRX) 

기법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서 스마트폰과 같은 최신 모바일 기기에 

장착되는 모뎀을 위한 기존의 전력 소모량 절감 기법들을 소개한다. 

이들은 본 연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연구들이다. 

 

제 1 절 무선 자원 제어 프로토콜과 비연속적 수신 기법 

3GPP는 다양한 지역과 각종 산업 분야의 전기 통신 표준을 

개발하는 단체들이 모여 국제 이동통신 표준을 제정하는 프로젝트의 

명이다. 본 절에서는 3GPP의 8번째 이동통신 표준인 4세대 LTE 표준 

및 그 이후 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무선 자원 제어 프로토콜과 비연속적 

수신 기법의 동작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이들 두 

프로토콜과 기법에 의해 결정되는 모뎀의 전력 소모 특성에 대해 

기술한다. 그 이전의 이동통신 표준 들에는 무선 자원 제어 프로토콜만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절의 설명으로 3세대 이동통신 표준을 따르는 

모뎀의 동작과 전력 소모 특성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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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PP의 이동통신 표준들은 모바일 장치와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지국 사이의 제어 평면(control plane) 신호 교환을 위해 무선 자원 

제어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공식적으로 4세대 LTE 표준에서는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evolved-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 

network(e-UTRAN)으로, 그 기지국을 evolved node B 또는 

e-NodeB라고 명명하고 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4세대 LTE 

네트워크용 모뎀은 무선 자원 제어 프로토콜에 따라 두 가지 상태로 

구성된 유한 상태 기계를 가진다. 두 가지 상태는 각각 RRC_IDLE 

상태와 RRC_CONNECTED 상태이며, 어떤 순간에 모뎀의 상태는 이들 

두 상태 중 하나이다. RRC_CONNECTED 상태는 다시 세 가지 하위 

상태로 구분되며, RRC_IDLE 상태는 하나의 하위 상태를 가진다. 

RRC_IDLE 상태는 모뎀과 e-NodeB 사이에 연결이 맺어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이 때 e-NodeB는 모바일 장치의 존재를 인지하지 

그림 1. 4세대 LTE 모뎀의 무선 자원 제어 상태 기계와 비연속적 수신 상태 

RRC_CONNECTED RRC_IDLE

CRX

Short 
DRX

Idle 
DRXLong 

DRX

무선자원제어상태전이

비연속적수신상태전이
범례

무선자원제어상태

비연속적수신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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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 따라서 이 상태의 모뎀은 패킷을 전송하거나 수신할 수 없다. 

반대로 RRC_CONNECTED 상태는 모뎀과 e-NodeB 사이에 연결이 

맺어진 상태이다. 이때 e-NodeB는 모바일 장치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으며, 패킷의 송수신이 가능하다. 유휴 상태의 모뎀은 기본적으로 

RRC_IDLE 상태에 있다. 이 상태의 모뎀이 패킷을 전송하거나 수신하기 

위해서는 먼저 RRC_CONNECTED 상태로 전이한다. 그리고 패킷 

송수신을 완료한 후에 모뎀은 다시 RRC_IDLE 상태로 돌아온다. 

3GPP의 무선 제어 프로토콜에 따르면, 모뎀이 RRC_CONNECTED 

상태에서 RRC_IDLE 상태로 돌아가는 상태 전이는 패킷 전송이나 

수신이 완료된 시점에서 사전에 정해진 시간만큼 지난 다음에 일어난다. 

이 시간을 일반적으로 모뎀의 tail 시간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tail 시간을 

관리하는 모뎀의 타이머를 RRC 무활동 타이머(RRC inactivity 

timer)라고 부른다. Tail 시간을 두는 이유는 여러 개의 패킷 송수신이 

짧은 시간 내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발생하는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Tail 시간은 모뎀이 

RRC_IDLE 상태에서 RRC_CONNECTED 상태로 전이하는 횟수를 

줄임으로써,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소모량과 시간 지연을 줄인다. 

만약 tail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패킷의 송수신이 완료되었을 

때 모뎀은 즉시 RRC_IDLE 상태로 돌아온다. 여러 개의 패킷이 짧은 

시간 내에 연이어 전송되는 상황을 가정하자. 이 때 모뎀은 매 패킷의 

송수신 마다 반복적으로 RRC_IDLE 상태에서 RRC_CONNECTED 

상태로 전이할 수밖에 없다. 이는 엄청난 양의 전력이 모뎀의 무선 자원 

제어 상태 전이를 위해 소모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상태 

전이를 위해 소모되는 시간 지연만큼 패킷의 전송도 늦어지게 된다. 반면, 

tail 시간이 존재한다면 연이은 패킷 송수신 시 모뎀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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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C_CONNECTED 상태에 머무르기 때문에 이러한 오버헤드를 제거할 

수 있다. 본 학위논문에서는 모뎀의 tail 시간의 길이를 로 표기한다. 

한편, 비연속적 수신 기법은 4세대 LTE 표준부터 포함된 모뎀의 

전력 소모량 절감 기법이다. 이 기법의 핵심 아이디어는 모뎀이 패킷 

송수신을 완료하고 유휴 상황이 되었을 때, 모뎀을 슬립 모드로 전환하고 

주기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만 깨워서 필요한 동작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모뎀이 슬립 모드로 들어가면 모뎀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회로 

일부의 동작을 멈춤으로써 전력 소모를 줄인다. 주기적으로 모뎀이 

깨어나면 모뎀이 슬립 모드에 머무르는 사이에 외부로부터 수신해야 

하는 패킷이 발생했는지 확인한다[25]. 수신할 패킷이 있는 경우, 

모뎀은 슬립 모드에서 완전히 빠져나온다. 당연히 모바일 장치에서 

외부로 전송할 패킷이 생기면 주기와 상관없이 바로 모뎀을 깨운다. 

이제 비연속적 수신 기법의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이 기법은 네 

가지 세부 상태로 구성된다. 이들은 각각 Continuous Reception(CRX), 

Short DRX, Long DRX, Idle DRX 상태이다. 앞의 세 상태는 무선 자원 

제어 상태 중 RRC_CONNECTED 상태의 하위 상태이며, 마지막 하나는 

RRC_IDLE 상태의 하위 상태이다. 모뎀이 CRX 하위 상태인 경우에는 

슬립 모드로 진입하지 않지만, 세 종류의 DRX 하위 상태 중 하나인 

경우에는 슬립 모드로 진입한다. 이들 세 하위 상태들은 각기 다른 

주기로 슬립 모드의 모뎀을 깨워서 수신해야 할 패킷의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이중, Short DRX 상태가 가장 짧은 주기로, Idle DRX 상태가 

가장 긴 주기로 모뎀을 깨운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슬립 모드의 

모뎀을 깨우는 주기가 길수록 모뎀의 평균 전력 소모(average power 

consumption)는 작다. 

4세대 LTE 모뎀은 RRC_CONNECTED 상태 중에서도 CRX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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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일 때만 패킷을 송수신할 수 있다. 따라서 송수신할 패킷이 존재하는 

경우, 모뎀은 먼저 이전 상태에 관계없이 언제나 CRX 하위 상태로 

전이한다. 패킷 송수신이 완료되면 모뎀은 이어서 송수신 해야할 

추가적인 패킷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사전에 정해진 길이의 

시간만큼 CRX 하위 상태에 머무른다. 본 학위논문에서는 이 시간을 

로 표기한다. 만약 어떤 패킷의 송수신이 완료된 후,  시간 동안 

추가적인 패킷 송수신이 발생하지 않으면 모뎀은 Short DRX 하위 

상태로 전이한다. 이어서 모뎀은 사전에 정의된 시간만큼 Short DRX 

하위 상태에 머무르면서 다음 패킷을 기다린다. 이 시간을 로 

표기한다. 모뎀이 Short DRX 하위 상태로 진입하고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패킷도 발생하지 않으면, 모뎀은 Long DRX 하위 상태로 

전이한다. 마찬가지로, 모뎀은 최대  시간 만큼 Long DRX 하위 

상태에 머무르면서 다음 패킷을 기다린다. 그 사이에 새로운 패킷이 

발생하면 CRX 하위 상태로, 그렇지 않으면 Idle DRX 하위 상태로 

전이한다[26][27]. 

실제로 모뎀이 Long DRX 하위 상태로부터 Idle DRX 하위 상태로 

전이하는 것은 무선 자원 제어 상태가 RRC_CONNECTED 상태에서 

RRC_IDLE 상태로 전이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난다. 따라서 은 

+ + 의 값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은 지금까지 

설명한 무선 자원 제어 프로토콜과 비연속적 수신 기법의 유한 상태 

기계를 도식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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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는 4세대 LTE 모뎀의 전력 소모를 앞서 설명한 무선 

자원 제어 프로토콜과 비연속적 수신 기법의 동작 방법에 기반해 

설명한다[10][28]. 설명을 위해 우선 네 가지 표기법을 정의한다. 

각각은 , , , 이다. 먼저 는 CRX 하위 상태에서 

대기 중인 모뎀이 평균적으로 소모하는 전력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와 는 각각 모뎀이 Short DRX 하위 상태와 Long DRX 하위 

상태에 머무를 때의 평균적인 전력 소모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은 

모뎀의 무선 자원 상태가 RRC_IDLE 상태에서 RRC_CONNECTED 

상태로 전이될 때 모뎀이 소모하는 총 전력량을 나타낸다. 이 모뎀의 

상태 전이에는 상당한 양의 전력이 소모되는 것에 비해 

RRC_CONNECTED 상태에서 RRC_IDLE 상태로 전이할 때 소모되는 

전력량은 매우 미미하다. 따라서 본 학위논문에서는 모뎀의 무선 자원 

제어 상태가 RRC_CONNECTED 상태에서 RRC_IDLE 상태로 전이될 

때 소모하는 전력량을 의미하는 용어는 따로 정의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설명한 4세대 LTE 모뎀의 상태 변화와 그에 따른 전력 

그림 2. 단일 패킷 전송 시 4세대 LTE 모뎀의 시간에 따른 전력 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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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를 실제 스마트폰에서 측정한 결과를 통해 확인해 보자. 측정 결과는 

그림 2와 그림 3에 나타나 있다. 그림 2는 스마트폰에서 하나의 패킷을 

전송했을 때, 시간에 따른 모뎀의 전력 소모를 측정한 그래프이다. 

스마트폰은 Korea Telecom(KT)의 4세대 LTE 네트워크망에 연결된 

Google Nexus 5를 사용했고, 측정에는 Monsoon Power Meter를 

사용했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시간을 의미하고 세로축은 소모 전력을 

의미한다. 초기에 모뎀은 RRC_IDLE 상태이며, 0.8초에서 패킷 전송 

요청이 발생하면 RRC_CONNECTED 상태로 전이한다. 이후, 0.5초 동안 

CRX 하위 상태와 Short DRX 하위 상태에 머물렀다가, Long DRX 

상태로 전이하여 9.5초 동안 머무른다. 이후 RRC_IDLE 상태로 

돌아오면서 Idle DRX 세부 상태에 진입한다. 그래프로부터 측정에 

사용된 환경에서의 , ,  값도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다른 하드웨어 컴포넌트들에 의해 기본적으로 소모되는 전력을 제외하면 

이들 세 값은 각각 870mW, 670mW, 660mW 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은 같은 환경에서 모뎀이 10MB 크기의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할 때, 

시간에 따른 전력 소모를 측정한 그래프이다. 마찬가지로 그래프의 

그림 3. 버스트한 패킷 전송 시 4세대 LTE 모뎀의 시간에 따른 전력 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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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전력 소모를 나타낸다. 62초 시점에서 데이터의 

전송이 완료된 후 모뎀의 tail 시간이 시작된다. 그림 4에서와 

마찬가지로 tail 시간 동안 모뎀의 상태 변화와 각 상태에서의 평균 전력 

소모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절에서 무선 자원 제어 프로토콜과 비연속적 수신 기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한 표기법들은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이들 

표기법들은 본 학위논문의 나머지 부분 전체에 걸쳐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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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표기법 설명 

표기법 설명 

 모뎀의 tail 시간의 길이 

  
모뎀이 RRC_IDLE 상태에서 RRC_CONNECTED 상태로 전이하는 

과정에서 소모하는 전력량 

  
CRX 세부 상태의 모뎀이 패킷 송수신을 마친 시점부터 Short DRX 

세부 상태로 전이하기 전까지 패킷 송수신 없이 대기하는 시간의 길이 

  
모뎀이 Short DRX 세부 상태에 진입한 시점부터 Long DRX 세부 

상태로 전이하기 전까지 패킷 송수신 없이 대기하는 시간의 길이 

  
모뎀이 Long DRX 세부 상태에 진입한 시점부터 Idle DRX 세부 상태로 

전이하기 전까지 패킷 송수신 없이 대기하는 시간의 길이 

  CRX 세부 상태인 모뎀의 평균 소모 전력 

  Short DRX 세부 상태인 모뎀의 평균 소모 전력 

  Long DRX 세부 상태인 모뎀의 평균 소모 전력 

  패킷  

  의 전송 요청 

  가 발생한 시각 

  의 전송 기한 

  의 전송 시각 

( )  을 발생시킨 태스크 

( )  
 시점에 태스크 ( )의 스택에 쌓여있는 활성 레코드(activation 

record) 들의 시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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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모뎀의 전력 소모량 절감 기법 

본 절에서는 스마트폰과 같은 최신 모바일 장치에 탑재된 모뎀의 

전력 소모량을 절감하기 위해 연구된 기존 기법들을 소개한다. 이들 

기법들은 모뎀의 두 가지 동작 상황 중 어떤 상황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두 가지 동작 상황은 모뎀이 패킷을 송수신 

중인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로 나눈다. 전자는 패킷 전송 상황으로 

부르고, 후자는 유휴 상황으로 부른다. 모바일 장치는 전력 소모량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나 이상의 상충하지 않는 기법들을 동시에 

적용할 수도 있다. 

먼저 패킷 전송 상황에서의 전력 소모량을 줄이기 위한 연구들에 

대해 살펴보자. 패킷 전송 상황에서 모뎀이 소모하는 총 전력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뎀이 전송 요청된 패킷들을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전송 

완료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시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하나는 가능한 

빠른 속도로 패킷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29]에서는 실제로 충분한 전송 

속도가 보장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동일한 크기의 패킷들을 전송하기 

위해 모뎀이 소모하는 전력량은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했다. [30], [31], [32]의 저자들도 3세대 네트워크 망에서 다양한 

실험을 수행하고 위와 유사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33], [34]의 저자들도 

4세대 LTE 네트워크 망에서 패킷 전송 속도에 따라 총 전력 소모량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관찰 결과에 입각하여 

다양한 기법들이 연구된 바 있다. 다른 하나의 방식은 모뎀에 주어지는 

패킷들의 총량을 줄이는 것이다. 이 방식을 사용하는 기법들은 특정 통신 

프로토콜이나 특정 유형의 응용을 대상으로 하는 최적화 방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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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진 패킷의 전송 속도를 높이는 기법들 

[29], [35], [36], [37]의 저자들은 주어진 패킷들을 가능한 

빠르게 전송하기 위한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 기법들의 핵심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장치에서 패킷 전송 요청이 발생하면 먼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패킷의 전송 속도를 예측한다. 만약 현재 

예상되는 전송 속도가 기법이 요구하는 속도보다 낮은 경우, 충분한 

속도가 확보될 때까지 전송을 지연한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기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29]에서는 모바일 장치가 감지하는 

무선 신호의 세기(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 RSSI)를 

사용하여 전송 속도를 예측한다. 무선 신호의 세기가 약한 경우, 

현재 모바일 장치의 이동 방향과 사전에 학습해 둔 지역별 무선 

신호 세기를 사용하여 향후 변화를 예측한다. 그 결과를 사용하여 

패킷의 전송 시점을 결정한다. [35]도 무선 신호의 세기를 사용하여 

패킷 전송 속도를 예측한다. 이 연구는 스트리밍 응용이 향후 재생할 

부분을 외부에서 전송 받을 때, 충분한 무선 신호 세기가 감지될 

때에만 받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36]에서는 응용이 직접 충분한 

전송 속도가 보장될 때 패킷을 보낼 수 있도록 별도의 API를 

개발했다. 제공된 API를 통해 응용이 패킷 전송을 요청하면 최대 

32시간까지 기다리며 무선 신호 세기가 극대화되는 순간에 전송을 

시작한다. [37]에서는 모바일 장치가 감지하는 무선 신호의 세기 

뿐만 아니라 현재 연결된 기지국에 얼마나 많은 부하가 걸리는지를 

사용하여 전송 요청된 패킷의 전송 속도를 예측한다. 앞의 

연구들과는 달리, 충분한 속도가 보장될때까지 패킷 전송을 지연할 

뿐만 아니라 Peek-n-Sneak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패킷 전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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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중인 모바일 장치들이 서로 다른 시점에 전송을 시작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기지국에 가해지는 갑작스러운 부하 증가를 

방지한다. 

 

 전송할 패킷의 총량을 줄이는 기법들 

[38], [39]의 저자들은 통신 프로토콜을 최적화하여 패킷을 

총량을 줄이는 기법을 제안했다. [38]에서는 모바일 장치에서 4계층 

프로토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송 제어 프로토콜(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TCP)을 수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송 제어 

프로토콜에서 연결을 끊을 때 사용되는 FIN, RST 신호들을 

생략하는 방법을 추가하였다. 이 기법은 keepalive 메시지와 같이 

수십에서 수백 분의 시간 간격으로 전송되는 작은 크기의 패킷들이 

많을 때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응용이 서버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담은 패킷 전송보다 FIN, RST 등의 패킷 교환에 모뎀이 소모하는 

전력량이 더 많기 때문이다. [39]에서는 응용 계층 프로토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을 대상으로 

하는 기법을 제안했다. 이 기법의 핵심 아이디어는 응용이 생성하는 

여러 개의 HTTP 요청들을 묶어서 하나의 요청으로 만듦으로써 

헤더나 다른 HTTP 파라미터가 중복되어 전송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전송할 패킷의 총량이 줄어들게 된다. 

특정 유형의 응용이 전송할 패킷들의 총량을 줄이는 기법들도 

다양하게 연구되었다. [40]에서는 응용이 전송하는 3D 텍스처의 

품질을 동적으로 조절하는 기법을 제안했다. 이 기법은 먼저 

사용자로부터 응용이 사용 가능한 전력량을 입력 받는다.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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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내에서 전송이 가능하도록 3D 텍스처 품질을 조정하여 

데이터의 크기를 줄인다. [41]에서는 작은 크기의 파일을 압축한 뒤 

SMS(Short Message Service)를 사용해 전송한다. 이 기법은 

SMS가 고정된 데이터 포맷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데이터 

패킷 전송과는 다른 최적화된 전송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제안되었다. [42], [43], [44]에서는 모바일 장치에 부착된 

센서로 수집된 데이터를 인터넷 상의 서버로 전달할 때, 전송할 

데이터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들은 IoT(Internet of 

Things) 시스템에서 특히 유용한다. 각각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42]에서는 모바일 장치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손실 

압축(lossy compression)하여 전송할 데이터 크기를 줄인다. 이때, 

일정 수준의 센싱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센서의 데이터 수집 

속도에 따라 손실률을 동적으로 결정한다. [43]에서는 서버가 특정 

지역의 정보를 수집할 때, 최소한의 모바일 장치들로부터 센서 

데이터를 받아 전체 지역의 정보를 완성하는 기법을 제안했다. 이 

기법은 지역 내에 겹치지 않도록 virtual sensor들을 배치하고, 한 

virtual sensor 주변의 모바일 장치들이 번갈아 서버로 센싱 

데이터를 전송한다. 그 결과 동일한 데이터를 중복해 전송하는 

상황을 막고 최종적으로 한 모바일 장치가 서버로 전송하는 

데이터의 총량이 줄어들게 된다. [44]에서는 연속적으로 생산된 센서 

데이터의 일부만으로 나머지 데이터의 값을 추측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 방법을 서버에 적용함으로써 모바일 장치는 수집한 

센서 데이터 중 일부를 누락하고 서버로 전달함으로써 데이터의 

총량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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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는 유휴 상황에서 모뎀의 전력 소모량을 줄이기 위한 

연구들에 대해 설명한다. 유휴 상황의 모뎀이 소모하는 전력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적절한 시점에 모뎀의 전원을 내리는 것이다. 

여기서 전원을 내린다는 것은 모뎀을 구성하는 다양한 세부 부품들 중, 

유휴 상황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는 부품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력을 

차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뎀이 유휴 상황으로 진입한 이후, 모뎀의 

전원을 내리는 적절한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너무 빠르게 

전원을 내리면 이후 발생하는 패킷 전송 요청에 의해 다시 전원을 

올리는 비용을 비싸게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반대로 너무 늦게 

모뎀의 전원을 내리면 유휴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 

상황이 발생한다[17][45][46]. 3GPP는 모바일 장치가 모뎀의 전원을 

내리는 적절한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모뎀의 tail 시간을 정의하였다. 

따라서 모뎀이 유휴 모드에서 소모하는 전력량을 줄이기 위한 연구들은 

tail 시간의 최적화된 활용 방안을 찾는데 주력하였다. 이 연구들은 핵심 

아이디어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된다. 각각의 핵심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1) Tail 시간의 빠른 종료 

(2) Tail 시간들의 중첩 

Tail 시간의 빠른 종료는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강제로 tail 시간을 

끝내는 것이다. 이 방식을 사용하는 연구들은 각각 다른 tail 시간의 종료 

조건을 제시하였다. Tail 시간들의 중첩은 tail 시간을 발생시키는 상황을 

조절하여 모뎀이 경험하는 tail 시간의 총 길이가 가능한 짧아지게 

만드는 것이다. Tail 시간은 패킷 전송에 의해 시작되므로, 이 방식을 

사용하는 연구들은 각각 다양한 기법으로 패킷 전송 시점을 조절하여 

모뎀의 전력 소모량을 절감한다. 본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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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에 기반한 연구들을 자세히 소개한다. 

 

2.1 Tail 시간의 빠른 종료 

Tail 시간에 낭비되는 전력 소모량을 줄이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불필요한 tail 시간을 즉시 종료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기법들은 tail 시간이 끝나기 전에 다음 패킷 전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만 tail 시간을 유지한다. 한편, 모뎀의 tail 시간을 임의의 

시점에 강제로 끝내기 위해서는 모바일 장치와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지국이 이에 동의하는 협상 과정이 필요하다. Fast Dormancy가 바로 

3GPP에 의해 정의된 tail 시간 강제 종료를 위한 모바일 장치와 기지국 

간 협상 절차의 명칭이다[21]. 여기서 설명하는 기법들은 각각 언제 

Fast Dormancy 절차를 진행할지 결정하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응용이 명시적으로 전달하는 정보를 

사용하여 Fast Dormancy 수행 시점을 결정하는 기법들이다. 다른 

하나는 모바일 장치에서 수집되는 다양한 정보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Fast Dormancy 수행 시점을 결정하는 기법들이다. 두 번째 기법들은 

다시 응용 소프트웨어의 동작 패턴을 기반으로 하는 기법들과 특정 

하드웨어 컴포넌트의 상태를 기반으로 하는 기법들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응용이 명시적으로 Fast Dormancy 수행 시점을 결정하는 기법들 

F. Qian은 [46]에서 Tail Optimization Protocol(TOP) 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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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했다. 이 기법은 TerminateTail()이라고 명명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로 구현되었다. 

모바일 장치에서 수행 중인 응용들은 TerminateTail()를 

호출하여 응용이 언제 다음 패킷을 전송할지 커널에게 명시적으로 

전달한다. 커널은 수행 중인 응용들이 전달한 다음 패킷 전송 

시점들을 종합하여 현재 진행 중인 tail 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다음 

번 패킷 전송이 있을 예정이라고 판단되면 Fast Dormancy 절차를 

시작한다. TOP 기법을 사용하지 않는 응용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실험적으로 설정한 시간만큼 후에 다음 패킷 전송이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S. Suneja는 [35]에서 스트리밍 응용을 대상으로 하는 EnVi를 

제안하였다. 이 기법은 향후 재생할 영상의 일부(chunk)를 전송 

받는 작업이 중단되면 즉시 Fast Dormancy 절차를 진행한다. Fast 

Dormancy 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응용은 이미 전달 받은 데이터로 

영상을 재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법의 적용으로 인해 모뎀이 

짧은 시간 내에 다시 RRC_CONNECTED 상태로 전이함으로써 

발생하는 Fast Dormancy의 오버헤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동으로 Fast Dormancy 수행 시점을 결정하는 기법들 

P. Athivarapu는 [24]에서 RadioJockey를 제안하였다. 이 기법은 

먼저 모바일 장치에서 수행되는 응용의 시스템 콜(system call) 

호출 패턴들을 수집하고, 어떤 패턴이 등장할 때 응용의 패킷 전송이 

완료되는 것인지를 학습한다. 여기서 패킷 전송의 완료 여부는 

모뎀이 tail 시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RRC_IDLE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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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학습이 완료되면, 응용의 

시스템 콜 호출을 관찰하면서 수집된 패턴들과 매칭한다. 만약 패킷 

전송이 완료되는 패턴과 매칭되면 Fast Dormancy 절차를 시작한다. 

Y. Kim은 이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는 Personalized Diapause 

기법을 제안했다[47]. 이 기법은 응용의 시스템 콜 호출 패턴 대신 

응용의 함수 호출 순서를 사용한다. 

G. Xue는 [48]에서 SmartCut 기법을 제안했다. 이 기법은 모바일 

장치의 패킷 전송을 모니터링 한 후, 매 패킷 전송이 이루어진 

직후에 ARMA(autoregressive moving average) 모델[49]을 

사용하여 장치의 다음 패킷 전송 발생까지 남은 시간을 예측한다. 

예측 결과가 모뎀이 RRC_IDLE 상태에서 RRC_CONNECTED 

상태로 전이하는데 소모되는 시간보다 더 길다면 Fast Dormancy 

절차를 수행한다. 그리고 다음 패킷 전송이 발생하기 직전에 작은 

크기의 UDP(User Datagram Protocol) 패킷을 하나 전송하여 

사전에 모뎀을 RRC_CONNECTED 상태로 전이시킨다. 

F. Qian은 [50]에서 패킷 전송의 주기성에 따라 Fast 

Dormancy의 적용 시점이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마지막 패킷 전송 시점부터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Fast Dormancy 절차를 수행했을 때, 모뎀의 전력 소모량 

변화와 추가 신호 교환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기적으로 전송되는 패킷들에 대해서만 Fast Dormancy를 

적용했을 때, 모든 패킷에 대해 적용하는 것에 비해 전력 소모량 

절감 효과는 약간 작지만, 추가적인 신호 교환 오버헤드가 훨씬 적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주기적으로 전송되는 

패킷들에 대해서만 일정 시간 후에 Fast Dormancy 절차를 



 
２７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특정 하드웨어 컴포넌트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사용해 

자동으로 Fast Dormancy를 적용하는 기법을 설명한다. J. Huang은 

[51]에서 스크린의 동작 상태에 따라 Fast Dormancy의 적용이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49]과 유사하게, 

마지막 패킷 전송 시점부터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Fast Dormancy 

절차를 수행했을 때, 모뎀의 전력 소모량과 RRC_CONNECTED 

상태로 전이하는데 소요되는 지연 시간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스크린이 꺼져 있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Fast 

Dormancy로 인한 전력 절감 효과는 더 크고, 상태 전이를 위해 

지연되는 시간은 더 짧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스크린이 

꺼져 있을 때는 마지막 패킷 전송에서 짧은 시간 후에 Fast 

Dormancy 절차를 수행하고, 켜져 있을 때는 긴 시간 후에 수행하는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Fast Dormancy에 기반한 모뎀 전력 소모량 절감 기법들은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바로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심각한 확장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tail 시간으로 사전에 약속된 

시점보다 먼저 모뎀이 확보한 무선 자원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지국과 추가적인 신호 교환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수의 

모바일 장치들이 동시에 동작하기 때문에, 전체 이동통신 네트워크 

측면에서 보면 Fast Dormancy로 인한 추가적인 신호 교환은 엄청난 

부하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22][2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ast 

Dormancy를 사용하지 않는 모뎀의 전력 소모량 절감 기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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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Tail 시간들의 중첩 

Tail 시간들의 중첩 방식은 tail 시간을 결정하는 모뎀의 

파라미터들은 표준 설정 값을 그대로 사용하고 tail 시간을 발생시키는 

상황을 조절한다. 이를 위해 tail 시간을 야기하는 패킷들의 전송 시점을 

조절하여 두 개 이상의 패킷들에 의해 시작되는 tail 시간들이 가능한 

많이 중첩되도록 만든다. 이 기법들은 다시 패킷 전송 시점을 조절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1) 전송 지연 기법(delaying mechanism) 

(2) 선행 전송 기법(prefetching mechanism) 

(3) 묶음 전송 기법(batching mechanism) 

전송 지연 기법은 모바일 장치의 응용이 어떤 패킷의 전송을 

요청했을 때, 해당 패킷의 실제 전송을 지연시켰다가 나중에 전송 요청된 

패킷과 함께 내보내는 것이다. 선행 전송 기법은 향후 응용이 전송할 

것으로 예상되는 패킷을 사전에 다른 패킷 전송이 있을 때 미리 

전송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관하고 있다가 실제로 응용의 해당 패킷 

전송 요청이 발생하면 결과를 돌려준다. 마지막으로 묶음 전송 기법은 

주기적으로 깨어나서 패킷을 전송하는 응용들의 깨어나는 시점을 

동기화한다. 일반적으로, 주기적으로 동작하는 응용들은 깨어났을 때 

짧은 시간 내에 필요한 작업을 마치고 다시 대기한다. 따라서 주기적인 

응용들이 동시에 깨어나서 수행된다면, 이들이 모뎀에게 전달하는 패킷 

전송 요청들은 전체가 짧은 시간 내에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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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다양한 방식의 기법들은 서로의 동작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존재한다. 실제로 패킷 전송에 의한 tail 시간들의 중첩을 

최대화하기 위해 두 가지 이상의 패킷 전송 시점 조절 기법들을 동시에 

적용한 연구들도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절의 남은 부분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사용한 방식 별로 순서대로 분류하여 설명하는 대신, 각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어떤 방식들을 사용한 것인지 정리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할 기법 역시 여기서 설명할 기존 연구들 중,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기법들과 함께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N. Balasubramanian은 [17]에서 TailEnder를 제안했다. 이 기법은 

전송 지연 기법과 선행 전송 기법을 동시에 사용한다. TailEnder의 전송 

지연 기법은 사전에 선정된 delay-tolerant 응용들에 대해서 적용된다. 

이 연구에서 정의한 delay-tolerant 응용은 해당 응용이 전송하는 

패킷이 지연되어도 정확히 동작하는 응용이다. 논문의 저자들은 E-mail 

이나 RSS(Rich Site Summary) 뉴스 피드를 delay-tolerant 응용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응용이 전송 요청한 패킷은 우선 TailEnder가 보유한 

큐(queue)에 들어가서 대기하게 된다. 이 때, 패킷의 전송 기한이 

설정된다. 그리고 큐에서 대기중인 패킷들 중 하나의 전송 기한에 

도달하면, TailEnder는 큐에 있는 모든 패킷들을 한꺼번에 꺼내서 

전송한다. TailEnder의 선행 전송 기법은 Web search 응용과 Web 

browsing 응용에 적용된다. 이 기법은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먼저 

모바일 장치의 사용자가 이들 응용을 통해 내리는 검색 명령이나 Web 

page 로딩 명령의 통계를 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용자가 검색할 

키워드나 방문할 Web page를 미리 요청하여 전달받은 결과를 장치에 

저장해 둔다. 예를 들어, 특정 검색 키워드에 대한 최상위 10개의 

결과를 미리 모바일 장치로 받아 둔다. 이후 사용자가 예상된 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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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면 실제 모뎀을 통한 패킷 전송 없이 저장되어 있던 결과를 

돌려준다. 이 기법은 delay-tolerant 응용들과 그렇지 않은 응용들이 

함께 동작하는 실제 모바일 장치의 멀티태스킹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모뎀의 상태 변화를 향후 시점까지 

치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패킷 전송을 지연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전력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H. A. Lagar-Cavilla는 [52]에서 전송 지연 기법으로 분류되는 

traffic backfilling 기법을 제안했다. 이 기법은 모바일 장치의 응용이 

생성하는 트래픽을 interactive 트래픽과 delay-tolerant 트래픽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delay-tolerant 트래픽을 커널에게 명시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API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Linux 커널의 소켓 인터페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setsockopt() 시스템 콜을 수정하여 소켓에 표식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커널은 표식이 달린 소켓으로 전송되는 모든 패킷들을 

delay-tolerant 트래픽으로 간주한다. 이들 패킷은 우선 전송이 

지연되었다가, 표식이 달리지 않은 소켓을 통한 패킷 전송이 일어난 

직후에 전송된다. 이 기법은 사용자의 모바일 장치 사용 상황에 따라 

동적으로 패킷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연구에서 제안된 API를 사용하여 개발된 응용들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TailEnder에서 언급한 예기치 못한 전력 

낭비가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H. Liu 역시 모바일 장치 응용을 위해 TailTheft() 

API를 새롭게 제안하였다[53]. 이 API는 인자로 전달되는 t_delay 

값에 따라 전송 지연 기법과 선행 전송 기법을 동시에 지원한다. 이 

값으로 양수가 전달되면 패킷이 전송 지연 기법의 대상이라는 의미이며, 

음수가 전달되면 선행 전송 기법의 대상이다. 이 연구에서 제안된 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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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해 모뎀 전력 소모량 절감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응용 개발자가 

패킷 별로 최대 전송 지연 가능 시간이나 선행 전송 가능 시간을 명확히 

판단하고, TailTheft()를 적재적소에 사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서드 

파티 개발자들은 일반적으로 모뎀의 동작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인 API 사용을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 연구 역시 치밀하지 못한 전송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력 낭비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F. Qian은 [49]에서 주기적으로 전송되는 패킷들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일반적으로 delay-tolerant 패킷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 

연구에서 delay-tolerant 패킷은 모바일 장치의 사용자에 요청되지 않은 

패킷들이다. 이를 바탕으로 [49]에서는 주기적으로 전송되는 패킷을 

위한 Piggyback 기법과 Batching 기법을 제안했다. Piggyback은 

주기적으로 전송되는 패킷에 대해 전송 지연과 선행 전송을 적용하는 

기법이다. 이 때, 각 패킷은 사전에 설정된 시간만큼 지연 또는 선행 

전송이 가능하다. Batching은 묶음 전송 기법으로 분류된다. 이 기법은 

먼저 모바일 장치의 주기적인 전송 시점들을 설정한다. 그리고 응용에 

의해 주기적으로 전송되는 패킷들의 실제 전송을 사전에 설정된 모바일 

장치의 전송 시점들 중 가장 가까운 시점에 수행한다. 이 연구에서는 

OSI 7계층 중 네트워크 계층인 IP(Internet Protocol) 단의 정보를 

사용하여 주기적으로 전송되는 패킷들을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실제 모바일 장치의 멀티태스킹 환경에서 제안된 

기법들의 효율성을 크게 제안한다. 그 이유는 IP 단의 정보만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주기로 패킷을 전송하는 응용들이 섞여서 동작하는 

상황에서 종종 각각의 주기들을 검출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연구의 패킷 전송 지연 기법은 주기적인 패킷의 전송을 무조건 지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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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앞서 언급한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예기치 못한 전력 낭비를 

야기할 수 있다. 

V. Könönen은 주기적으로 수행되는 응용들의 깨어나는 시점을 

일치시키기 위한 타이머 정렬 알고리즘을 두 가지 제시했다[54]. 하나는 

응용이 다음 번 깨어나야 하는 시간 구간이 명확하게 주어질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이다. 이 알고리즘은 어떤 응용이 다음 깨어날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 타이머를 설정할 때, 이전에 다른 응용들이 설정해둔 시간 

구간들과 비교하여 중첩되는 시점으로 타이머를 설정한다. 이때, 다른 

응용들도 이 시점에 함께 깨어나도록 해당 응용들의 타이머가 

재설정된다. 다른 하나는 응용이 특정 시점 전에는 언제든지 깨어나도 될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이다. 이 알고리즘은 먼저 k-means clustering을 

사용하여 응용이 설정한 타이머 값들을 몇 개의 클러스터들로 묶는다. 

그리고 각 클러스터에 소속된 타이머들이 동시에 만료되도록 값을 

재설정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바일 장치는 다양한 기법들을 동시에 

적용하면서 모뎀의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패킷 전송 지연 방식을 사용하는 기법들은 특정 패킷 전송 

시퀀스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모뎀의 전력 소모량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패킷 전송 지연 방식의 기법이 실제로 

적용되기 어렵게 만든다. 이어지는 3장과 4장에서는 이 문제를 자세히 

설명하고, 이를 해소하는 실용적인 패킷 전송 지연 기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다른 종류의 모뎀 전력 소모량 절감 기법과 

함께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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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문제 설명과 해결 방안 개관 

본 장은 본 연구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제안하는 해결 방안을 간략히 설명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 연구는 

기존 패킷 전송 지연 기법들의 한계를 해결한 새로운 모뎀 전력 소모량 

절감 기법을 제안한다. 기존 기법들의 한계는 특정 패킷 전송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전력 낭비가 발생하는 것임을 기억하자. 이 문제는 최신 

모바일 장치의 소프트웨어와 모뎀의 복잡한 상호 작용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바일 장치의 패킷 전송을 

정확하게 모델링할 필요가 있다. 본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절에서는 대상 시스템에서의 패킷 전송을 모델링한다. 2절에서는 본 

연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상세히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에 대하여 간략히 개관한다. 

 

제 1 절 시스템 모델 

모바일 장치가 점차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게 되면서 

최신의 계층화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어떤 현상을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계층별 동작 방법 

뿐만 아니라 전체가 어떻게 연동하는지도 이해해야 한다. 본 절에서는 

이어지는 연구의 논의를 위하여 시스템 모델을 설명한다. 먼저 최신 

모바일 장치의 계층화된 구조를 설명한다. 이어서 모바일 장치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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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 전송을 모델링한다. 마지막으로, 패킷 전송 지연 기법의 대상이 

되는 패킷을 모델링한다. 

일반적으로 최신의 모바일 장치들은 엄격히 계층화된 소프트웨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림 4는 모바일 장치의 계층 구조를 도식적으로 

보여준다. 그림에서 굵은 테두리로 표시된 박스들은 본 연구와 관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들이다. 모바일 장치의 각 계층들은 각각 

독립적이고 고유한 역할들을 수행한다. 가장 아래에는 하드웨어 계층이 

위치하며, 그 위에 다양한 소프트웨어 계층들이 위치한다. 소프트웨어 

계층들은 하위에서부터 상위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장치 드라이버(device driver) 계층 

 커널(kernel) 계층 

 응용(application) 계층 

장치 드라이버 계층은 시스템에 부착된 각 하드웨어 장치를 

관리하고 이들을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그림 4. 모바일 장치의 일반적인 계층 구조. 

응용

커널

장치 드라이버

하드웨어 모뎀

모뎀
장치 드라이버

네트워크
스택

태스크 태스크 태스크…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

SD 카드 터치스크린…

SD 컨트롤러
드라이버

터치스크린
장치 드라이버

…

파일시스템
터치스크린
장치 드라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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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커널이 요구하는 인터페이스 규약에 맞춰서 하드웨어 장치의 

제조사가 장치 드라이버를 작성한다. 예를 들어, Linux 커널은 장치 

드라이버가 제공하는 open(), release(), read(), write() 등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장치를 사용한다. 주요 장치 드라이버들은 커널과 

함께 배포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장치 드라이버들 중 

모뎀 장치 드라이버에 집중한다. 

커널 계층은 하드웨어 자원 할당을 포함한 다양한 시스템 기능들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커널들이 개발되었고, 현재도 시스템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커널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들은 각각 상이한 커널 계층의 

세부 구조와 구성 요소들을 가진다. 본 학위논문에서는 Linux를 대상 

커널로 상정하고 시스템 모델을 설명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Linux는 개방형 소스 개발의 가장 잘 알려진 표본이다. 또한 모바일 

장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Android 플랫폼의 커널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Linux 커널의 네트워크 스택에 집중한다. 

모뎀 장치 드라이버로 전달되는 모든 패킷은 이 네트워크 스택을 

지나가기 때문이다. 

응용 계층은 장치의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이들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 클래스 및 라이브러리들의 집합이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코드 구조는 이를 지원하는 

클래스와 라이브러리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Android 플랫폼은 C 

또는 C++로 작성된 표준 라이브러리 집합과 JAVA로 작성된 표준 

클래스의 집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Android 응용은 이들 표준 

라이브러리와 클래스가 제공하는 API를 사용하여 제작된다. 

모바일 장치의 계층 구조에서 응용과 커널 계층 사이에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가 존재한다는 것에 유의하자. 응용 계층의 소프트웨어가 커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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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을 거치지 않고 하드웨어와 같은 공유 자원에 접근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왜냐하면 응용 계층에는 전체 시스템과 다른 소프트웨어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악성 소프트웨어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커널은 응용 계층 소프트웨어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인터페이스들을 제공하며 이를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라고 부른다. 

지금부터는 계층화된 구조를 가진 모바일 장치에서의 패킷 전송을 

모델링한다. 응용 계층에서 수행 중인 태스크는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를 

통해 커널 계층의 네트워크 스택으로 패킷 전송 요청을 전달한다. 이 때 

사용되는 시스템 콜에는 write(), sendto() 등이 존재한다. 패킷 전송 

요청이 커널 계층에 도착하면, 네트워크 스택은 패킷의 헤더를 생성하여 

패킷을 완성한다. 이 때, 생성되는 헤더의 구조는 패킷 송수신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완성된 패킷은 하단에 

위치한 장치 드라이버 계층으로 전달된다. 이때, 패킷의 목적지로 

연결되는 하드웨어에 따라 알맞은 장치 드라이버로 전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동 통신망을 사용한 패킷 전송을 모델링하므로, 완성된 

패킷이 모뎀 장치 드라이버로 전달된다. 모뎀 장치 드라이버는 패킷을 

일정한 크기의 프레임들로 분할한다. 이들은 하단의 하드웨어 계층으로 

전달된다. 최종적으로, 모뎀은 프레임들을 이동 통신망을 통해 

기지국으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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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질 논의에 사용하기 위하여 패킷 전송을 나타내는 표기법들을 

정의한다. 어떤 태스크가 패킷 를 전달하려 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해당 태스크는 먼저 시스템 콜을 호출함으로써 패킷 전송 요청 를 

생성한다. 이 시스템 콜 호출 시점을 로 정의한다.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태스크가 수행하면서 호출해온 함수들이 그 태스크의 스택 

영역에 쌓여있는 활성 레코드의 시퀀스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본 

학위논문에서는  시점에 를 발생시킨 태스크의 스택에 쌓여있는 활성 

레코드의 시퀀스를 ( ) 로 표기한다. 패킷 는 네트워크 스택과 장치 

드라이버를 거쳐간 후에 모뎀을 통해 외부로 전송된다. 이 시점을 로 

표기한다. 

패킷 전송 지연 기법들을 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기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패킷들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패킷들을 시간 

제약(timing constraint) 보유 여부와, 전송의 사용자 인지(user 

perception) 가능 여부를 사용하여 세 종류로 분류한다. 패킷들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실시간 패킷(real-time packet) 

(2) 상호적 패킷(interactive packet) 

그림 5. 패킷의 분류. 

패킷들

실시간
패킷들

비실시간패킷들

상호적
패킷들

지연가능
패킷들

: 패킷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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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연 가능 패킷(deferrable packet) 

먼저, 패킷들을 실시간 패킷(real-time packet)들과 비실시간 

패킷(non-real-time packet)들로 분류한다. 비실시간 패킷들은 

세부적으로 상호적 패킷(interactive packet)들과 비상호적 

패킷(non-interactive packet)들로 분류한다. 실시간 패킷은 그 패킷의 

전송이 특정 시점 이전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는 패킷이다. 상호적 

패킷은 비실시간 패킷이면서 그 패킷의 전송 시점이 모바일 장치의 

사용자가 인지 가능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패킷이다. 마지막으로 

비상호적 패킷은 그 전송이 아무런 시간 제약도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전송 시점을 사용자가 인지할 수 없는 패킷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비상호적 패킷을 지연 가능 패킷(deferrable 

packet)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지연 가능 패킷들은 전송이 지연되었을 

때에도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다. 

 패킷을 전송한 응용의 정확성이 보장됨 

 사용자가 패킷 전송의 지연 여부를 인지하지 못함 

당연히,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지연 가능 패킷 만을 대상으로 

필요에 따라 전송을 지연한다. 그림 5는 지금까지 설명한 패킷의 세 

가지 분류를 도식적으로 보여준다.  

패킷 전송 지연 방식의 모뎀 전력 소모량 절감 기법이 실제로 

모바일 장치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연 가능 패킷의 검출 시에 긍정 

오류(false-positive)를 반드시 피해야 한다. 즉, 전송이 지연되는 모든 

패킷은 지연 가능 패킷 이어야만 한다. 만약 검출 과정의 오류로 인해 

실시간 패킷 또는 상호적 패킷이 지연 가능 패킷으로 분류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응용이 오동작 하거나 사용자가 인지 가능할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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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수적인 

지연 가능 패킷 검출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긍정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 2 절 문제 설명 

본 절에서는 제안하는 모뎀 전력 소모량 절감 기법이 해결하려는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한다. 먼저 기존 패킷 전송 지연 방식의 기법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능 지표를 정의한다. 

이어서 기존 기법들의 한계를 설명한다. 이때 이해를 돕기 위해 직관적인 

사례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풀어야 하는 세부 문제들을 설명한다. 

패킷 전송 요청이 발생한 시각 순으로 정렬된 패킷들의 시퀀스 =
〈 , , … , 〉를 생각해보자. 어떤 패킷 전송 지연 기법 에 대하여, 를 

적용한 모뎀이 를 전송하기 위해 소모한 전력량을 ( )로 정의한다. 

이와 유사하게, 아무 패킷 전송 지연 기법도 적용하지 않은 기존의 

모뎀이  를 전송하기 위해 소모한 전력량을 ( ) 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패킷 전송 지연 기법 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 

∆ ( ) 를 사용한다. 여기서 ∆ ( ) 는 ( ) − ( ) 로 정의된다. 어떤 

모뎀에서 ∆ ( ) 가 0보다 크다면 이는 를 적용함으로써 모뎀의 전력 

소모량이 절감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본 

연구의 목표는 명백해진다. 바로, 지연 가능 패킷들의 전송을 선별적으로 

지연함으로써 ∆ 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제 패킷 전송 지연에 기반한 기존 기법들이 가진 한계점을 

살펴보자. 이들은 지연 가능 패킷이 전송 요청되면, 그 전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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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하였다가 다음에 전송 요청된 패킷과 함께 내보내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지연 방식은 발생 가능한 모든 패킷 시퀀스에 대해서 

∆ ( ) ≥ 0 을 보장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패킷의 전송을 지연함으로써 

발생하는 ∆ ( ) 는 다음 두 시점 사이에서의 모뎀의 무선 자원 제어 

상태와 비연속적 수신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연 가능 패킷의 전송 요청이 발생한 시점 

 지연 가능 패킷의 다음 패킷이 전송 요청되는 시점 

모뎀이 세 개의 패킷을 전송하는 직관적인 예시 두 가지를 통해 

위의 문제를 살펴보자. 

 

 예시 1 

어떤 4세대 LTE 모뎀이 패킷 시퀀스 = 〈 , , 〉 를 전송하는 

상황을 고려해보자. 이때, 세 패킷은 각각의 전송 요청이 발생한 

시각이 빠른 순으로 정렬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즉, < <  을 

만족한다. 그리고 는 지연 가능 패킷으로 분류되며, 과 는 

다른 종류의 패킷, 즉 실시간 또는 상호적 패킷으로 분류된다. 또한 

의 전송 요청이 의 전송으로 시작된 tail 시간이 끝난 뒤에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즉, > +  을 만족한다.  

이제 어떤 패킷 전송 지연 기법 를 생각해보자. 는 지연 가능 

패킷이 전송 요청되면 무조건 지연시켜 이후에 전송 요청된 패킷과 

함께 내보낸다. 그림 6(a)는 아무 패킷 전송 지연 기법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를 전송하는데 소모된 전력량 ( ) 를 도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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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 그림 6(b)는 가 적용된 경우의 ( ) 를 도식적으로 

보여준다. 그림의 가로축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며 세로축은 해당 

시점의 모뎀의 단위 시간당 전력 소모(power)를 의미한다. 그림 

6(a)에서는 세 패킷들의 전송 요청 시점 , , 와 실제 전송 시점 

, , 이 각각 일치하지만, 그림 6(b)에서는 와 가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회색으로 칠해진 영역의 넓이가 

모뎀이 tail 시간에 소모하는 전력량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모뎀이 

RRC_IDLE 상태에서 RRC_CONNECTED 상태로 전이하면서 

소모하는 전력량 은 위를 향한 화살표로 표현하였다. 그 이유는 

그림 6. 예시 1의 패킷 시퀀스를 전송할 때 4세대 LTE 모뎀의 전력 소모량. (a) 

패킷 가 요청 즉시 전송되는 경우.  

(b) 패킷 의 전송이 까지 지연되는 경우. 

시간

전력

A
B

시간

전력

,

의 전송이
까지 지연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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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이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전력을 소모하며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예제에서 모뎀의 상태 전이에 걸리는 시간과 패킷 

전송에 소모되는 시간은 무시한다. 

그림 6(b)에서 볼 수 있듯이, 가 적용된 모뎀에서 패킷 의 

전송은 지연되어 에 패킷 의 전송과 함께 일어난다. 이 예제에서 

∆ ( ) 는 그림 6(a)와 그림 6(b) 각각의 회색으로 칠해진 영역의 

넓이 차이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 ( ) =
( + ) − 가 된다. 구체적으로, 의 전송으로 야기되는 tail 

시간이 에 의해 에 시작됨으로써 의 전송으로 야기되는 tail 

시간과 완전히 중첩된다. 그 결과, 그림 6(a)의 회색 영역 중 +  

만큼이 사라진다. 하지만 그림 6(a)에서는 모뎀이 RRC_IDLE 

상태에서 RRC_CONNECTED 상태로 전이하는 과정이  시점에 한 

번만 발생하는데 비해, 그림 6(b)에서는 같은 전이가 ,  시점에 

총 두 번 발생한다. 따라서  만큼의 전력 소모량이 추가된다. 

만약 > ( + )  인 경우에는 를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모뎀의 

전력 소모량이 늘어나게 된다. 이 예제에서 + 의 값과 무선 자원 

상태의 변화 횟수가 이전 패킷의 전송 시점, 지연 가능 패킷의 전송 

요청 시점, 그 다음 패킷이 전송되는 시점과 같이 매번 변화하는 

값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자명하다. 

 

 예시 2 

이번에도 모뎀이 패킷 시퀀스 = 〈 , , 〉 를 전송하는 상황을 

가정하자. 앞서 예시 1과의 차이점은 패킷 가 전송 기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전송 기한은 로 표기한다. 그리고 >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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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한다고 가정하자. 예시 1에서와 같이 가 적용된 모뎀이 있다면, 

패킷 의 전송은 지연되어 에 발생한다. 

그림 7(a)는 예시 2의 패킷 시퀀스 가 아무 패킷 전송 지연 

기법이 적용되지 않은 모뎀에 의해 전송될 때의 ( )를 도식적으로 

보여주고, 그림 7(b)는 가 적용된 경우의 ( ) 를 보여준다. 

그림으로부터 이 예시의 ∆ ( ) = ( + ) −  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앞의 예시와 마찬가지로, 이 값은 이전 패킷 전송 시점, 지연 가능 

패킷의 전송 요청 시점과 전송 기한, 다음 패킷의 전송 시점과 같이 

다양한 요소에 의해 패킷 시퀀스 마다 달라진다. 

그림 7. 예시 2의 패킷 시퀀스를 전송할 때 4세대 LTE 모뎀의 전력 소모량. (a) 

패킷 가 요청 즉시 전송되는 경우.  

(b) 패킷 의 전송이 까지 지연되는 경우. 

시간

전력

A
B

시간

전력

의 전송이
까지 지연

(a)

(b)

C



 
４４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안하는 패킷 전송 지연 기법은 앞서 설명한 

예시들과 같은 의도하지 않은 전력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연 가능 패킷이 요청된 상황에서, 제안된 패킷 전송 

지연 기법으로 발생할 ∆ ( ) 의 크기를 추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별적으로 패킷의 전송을 지연해야 한다. 

이 과정 중, ∆ ( )를 추산하기 위해서는 지연 가능 패킷이 도착한 

시점에 다음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  

 모뎀의 현재 상태 

 다음 패킷 전송 요청 시점까지의 모뎀의 상태 변화 

어떤 시점에 모뎀의 정확한 상태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가장 최근 

패킷 송수신이 발생한 시점부터 모뎀의 상태 기계를 에뮬레이션하면 

된다. 또한 다음 패킷 전송 요청 시점까지의 모뎀의 상태 변화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시점을 예측하고, 에뮬레이션된 모뎀의 

상태 기계를 미리 진행해보면 된다. 앞서 2.1절에서 설명한 모뎀의 동작 

특성을 참고하면 모뎀의 상태 기계는 쉽게 에뮬레이션 할 수 있다. 4세대 

LTE 모뎀의 경우는 , , , 를 사용하여 에뮬레이션 

가능하다. 그리고 각 상태에 따른 평균 전력 소모 , , 를 

적용하면 ∆ ( )를 추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학위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세부 문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현재 전송 요청된 패킷 와 가장 최근 전송된 

패킷 에 대하여, 제안하는 패킷 전송 지연 기법은 다음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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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킷 가 지연 가능 패킷인지 판별 

(2) 모바일 장치의 다음 패킷 전송 요청이 발생할 시점을 예측 

(3) ∆ 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의 전송을 선별적으로 지연 

 

제 3 절 해결 방안 개관 

현대 모바일 장치는 엄격히 계층화된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구조에 담긴 철학을 엄격히 지키면서 앞서 설명한 세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 이유는 계층 구조가 기본적으로 

각 계층의 내부를 다른 계층들로부터 숨김으로써 복잡한 문제에 대한 

전체론적 해결 방법을 수립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차 계층 접근(cross-layer approach) 방법을 사용하여 

문제의 해결책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별적 패킷 전송 지연 기법을 제안한다. 이 기법은 

세 개의 핵심 컴포넌트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들 각각은 앞서 설명한 

세부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한다. 세 가지 핵심 컴포넌트들의 명칭은 

아래와 같다. 

 지연 가능 패킷 판별기 

 패턴 기반 다음 패킷 예측기 

 패킷 전송 시점 결정기 

이들 컴포넌트들은 모두 커널 계층에 위치한다. 각각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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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지연 가능 패킷 판별기는 모바일 장치에서 

새로운 패킷 전송 요청이 발생했을 때, 전송 요청된 패킷이 어떤 패킷 

분류에 속하는지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패킷 전송을 요청한 태스크의 

특성을 사용한다. 패턴 기반 다음 패킷 예측기는 사전 학습 단계에 

모바일 장치에서 발생하는 패킷 전송 요청의 패턴들을 도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온라인 적용 단계에 다음 패킷 전송 요청의 발생 시각을 

예측한다. 마지막으로 패킷 전송 시점 결정기는 현재 전송 요청된 패킷의 

전송 시점을 지연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 이득을 

계산한다. 그 결과를 사용하여 패킷의 실제 전송 시점을 결정한다.  

그림 8은 선별적 패킷 전송 지연 기법의 전체 구조를 보여준다. 

여기에는 앞서 설명한 세 가지 핵심 컴포넌트들에 더하여 패킷 데이터 

기록기(Packet Data Logger)라고 불리는 컴포넌트가 존재한다. 패킷 

그림 8. 제안된 패킷 전송 지연 기법의 전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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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록기는 어떤 태스크가 패킷 를 전송할 때, 다음 네 가지 

정보를 수집한다.  

 : 의 전송 요청 가 생성된 시각 

 : 의 전송 시각 

 ( ): 를 생성한 태스크 

 ( ):  시점에 를 생성한 태스크의 스택에 쌓여있는 활성 

레코드의 시퀀스 

 이 때, 앞의 두 가지 정보는 커널 계층에서 수집하며, 뒤의 두 가지 

정보는 응용 계층에서 수집한다. 또한, 패킷 데이터 기록기는 필요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다른 컴포넌트들로 전달한다.   

 여기서부터는 이들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서로 협력하면서 앞서 

그림 9. 사전 학습 단계의 동작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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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 세부 문제들을 해결하는지 개관한다. 이들의 동작은 크게 사전 

학습 단계와 온라인 적용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사전 학습 

단계의 동작을 설명한다. 패킷 데이터 기록기는 패킷 전송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 이 정보는 패턴 기반 다음 패킷 예측기로 

전달되어 태스크 별로 패킷 전송 요청의 패턴들을 검출한다. 검출된 

패턴들은 SD 카드와 같은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사전 학습 단계의 동작은 그림 9에 도식화되어 있다. 다음은 온라인 

적용 단계를 설명한다. 패킷 의 전송 요청 가 발생하면 패킷 데이터 

기록기가 먼저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 수집된 정보 중 ( )는 지연 가능 

패킷 판별기로 전달되어 를 분류하는데 사용된다. 이와 별도로, 와 

( ) , ( ) 를 패턴 기반 다음 패킷 예측기로 전달하여 모바일 장치의 

다음 패킷 전송 요청 시점을 예측한다. 여기서 사전 학습 단계에 저장한 

패턴들이 사용된다. 현재 패킷의 분류와 예측된 시점은 패킷 전송 시점 

그림 10. 온라인 적용 단계의 동작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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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기로 전달되어 전송 지연 시 예상되는 전력 이득을 추산하는데 

사용된다.  그 결과 전력 이득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패킷의 전송을 

지연한다. 이상의 온라인 적용 단계 동작은 그림 10에 도식화되어 있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제안하는 선별적 패킷 전송 지연 기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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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선별적 패킷 전송 지연 기법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선별적 패킷 전송 지연 기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기법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컴포넌트들의 핵심 알고리즘들을 다룬다. 이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4.1절에서는 지연 전송이 가능한 패킷을 온라인으로 판별하는 지연 

가능 패킷 판별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이어서 4.2절에서는 

장치에서 발생하는 다음 번 패킷 전송 요청의 시점을 예측하는 패턴 

기반 다음 패킷 예측기의 사전 학습 단계와 온라인 적용 단계에 대해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4.3절에서는 패킷 전송 시점 결정기의 패킷 전송 

지연에 따른 전력량 이득 추산 모델과 이를 사용하는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한다. 

 

제 1 절 지연 가능 패킷의 판별 

모바일 장치에서 패킷 전송 요청이 발생했을 때, 지연 가능 패킷 

판별기는 해당 패킷이 지연 전송 가능한 패킷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이를 위해서 패킷 전송 요청을 생성한 태스크의 특성을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이 컴포넌트는 패킷 전송 요청을 입력으로 받아서 해당 

패킷의 부류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을 반환한다. 참인 경우는 해당 패킷이 

전송 지연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거짓인 경우는 그렇지 않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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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태스크의 속성을 검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실시간 

태스크(real-time task)는 시간 제약(timing constraint)을 가지는 

태스크로 명확하게 정의된다. 이들은 사전에 모바일 장치의 제조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상호적 태스크(interactive task)는 비실시간 

태스크(non-real-time task)이면서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 

체인(user-interactive task chain)에 속하는 태스크이다.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 체인이란 입력 이벤트를 처리하는 태스크로부터 출력장치에 해당 

입력에 대한 결과를 출력하는 태스크까지의 태스크 수행 시퀀스로 

정의된다. 이 개념은 S. Huh의 연구에서 처음 제시되었다[55].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모바일 장치에서 사용자의 입력이 

터치스크린이나 마이크 등의 입력 장치로 들어오면, 먼저 입력 이벤트를 

처리하는 태스크가 해당 이벤트를 기다리는 태스크로 이벤트를 전달한다. 

이어서 일련의 태스크들이 순차적으로 수행되며 사용자에게 전달할 

결과물을 생성한다.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생성한 태스크는 스피커 등의 

ALGORITHM 1. DEFERRABLEPACKETIDENTIFICATION Algorithm for  
DEFERRABLEPACKETIDENTIFICATION( ) 
1: if (   ( ) = _ ) then 
2:     return  
3: else 
4:     if (   ( ) = ) then 
5:         return  
6: else 
7:         return   
8:     end if 
9: end if 

그림 11. DEFERRABLEPACKETIDENTIFICATION 알고리즘의 의사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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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장치에 결과물을 기록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응답한다. 이 때, 입력 

이벤트를 처리하는 태스크에서부터 출력 장치에 결과물을 기록하는 

태스크까지의 시퀀스가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 체인이다. 또한 이 

시퀀스에 포함된 태스크 각각이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상호적 

태스크이다. 그 외의 태스크들은 모두 지연 가능 태스크(deferrable 

task)로 정의한다. 앞서 3.1절에서 설명했듯이, 이 컴포넌트는 지연 가능 

패킷 판별에 있어 긍정 오류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패킷을 분류한다. 

지연 가능 패킷 판별기는 DEFERRABLEPACKETIDENTIFICATION으로 

명명된 알고리즘을 호출한다. 그림 11 은 이 알고리즘의 의사 코드를 

보여준다. 이 알고리즘의 동작은 다음과 같다. 우선 패킷 전송 요청 가 

발생하여  시점에 그림 11의 알고리즘이 호출되었다고 가정하자. 

알고리즘은 가장 먼저 패킷 데이터 기록기로부터 를 생성한 태스크의 

속성 ( )를 받아온다. 그 결과가 실시간 태스크이면, 알고리즘은 거짓을 

반환하고 종료된다. 실제로 실시간 태스크가 전송하는 패킷에는 비실시간 

패킷도 존재할 수 있지만, 본 알고리즘은 지연 가능 패킷의 판별에서 

긍정 오류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모든 패킷을 실시간 패킷으로 

분류한다. 이와 유사하게, 상호적 태스크가 생성한 패킷 전송 요청인 

경우에는 모든 패킷을 상호적 패킷으로 분류하고 거짓을 반환한다. 그 

외의 경우, 즉 패킷 전송 요청을 생성한 태스크의 속성이 실시간 

태스크도 아니고 상호적 태스크도 아닌 경우에만 알고리즘은 참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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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모바일 장치의 다음 패킷 전송 요청 시점 예측 

패턴 기반 다음 패킷 예측기는 사전 학습 단계와 온라인 적용 

단계에 각각 다른 알고리즘들을 호출한다. 먼저 사전 학습 단계에서는 

GROUPING 알고리즘과 PATTERNDETECTION 알고리즘을 순차적으로 

호출한다. 그리고 온라인 적용 단계에는 PREDICTION 알고리즘을 

호출한다. 본 절에서는 먼저 앞의 두 사전 학습 단계 알고리즘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어서 온라인 적용 단계의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2.1 패킷 전송 요청 그룹의 생성 

사전 학습 단계에 패킷 전송 요청의 패턴들을 도출하기 위해서 패턴 

기반 다음 패킷 예측기는 먼저 태스크의 패킷 전송 정보를 수집하고, 

이들을 두 종류의 그룹들로 묶는다. 생성된 그룹들은 패턴 검출 과정의 

기본 단위로 사용된다. 여기서는 먼저 두 종류의 그룹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어서 GROUPING 알고리즘을 상세히 설명한다. 

그룹은 한 태스크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패킷 전송 요청들의 

시퀀스이며, 그룹 내의 한 패킷 전송 요청과 바로 다음 패킷 전송 요청의 

발생 간격은  미만이다. 본 연구에서 는 조정 가능한 파라미터로써 

어떤 태스크가 생성한 패킷 전송 요청들이 버스트하게 발생하는 전송 

요청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서 그룹은 두 종류가 존재한다. 

(1) 단일 전송 요청(single tx request) 

(2) 버스트한 전송 요청(bursty tx requ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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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전송 요청 그룹은 그룹을 구성하는 패킷 전송 요청이 하나인 

그룹이며, 버스트한 전송 요청 그룹은 그룹을 구성하는 패킷 전송 

요청들이 둘 이상인 그룹이다.  

이제 두 그룹 사이의 동치 관계(equivalence relation)을 정의하자. 

그룹들 사이의 동치 관계는 이후 설명할 패턴 검출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먼저 두 단일 패킷 전송 요청 그룹 〈 〉과 〈 〉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할 때 서로 동치 관계에 있다.  

 ( ) = ( ) 
 ( ) = ( ) 

이와 유사하게, 버스트한 전송 요청 그룹 〈 , , … , 〉 과 

〈 , , … , 〉은 다음 세 조건을 만족할 때 서로 동치 관계에 있다.  

 =  

 =     ℎ ℎ  1 ≤ ≤  

 =     ℎ ℎ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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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는 GROUPING 알고리즘의 의사 코드를 보여준다. 이 

알고리즘의 입력은 패킷 전송 요청들의 시퀀스와 요청 각각의 발생 

시각이다. 이들 입력 데이터는 패킷 데이터 기록기에 의해 수집된다. 

알고리즘의 출력은 두 개의 시퀀스 와 이다. 는 단일 패킷 전송 

요청 그룹들의 시퀀스이며, 는 버스트한 패킷 전송 요청 그룹들의 

ALGORITHM 2. GROUPING algorithm for  packet transmission requests 
GROUPING(〈( , ), ( , ), … , ( , )〉) 
1: ← ∅, ← ∅  
2: for ← 1 upto  
3:     if ( ( ) = ∅) then 
4:         ( ) ← 〈 〉 
5:     else 
6:         ← packet number of the last element of ( )   
7: if − <  then 
8:             append  to ( )  
9:         else 

10:             if ( ( ( ) ) = 1) then 
11:                 append ( )  to  
12:             else 
13:                 append ( )  to  
14:             end if 
15:             ( ) ← 〈 〉 
16:         end if 
17:     end if 
18: end for 
19: return ( , ) 

그림 12. GROUPING 알고리즘의 의사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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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퀀스이다. 알고리즘에서 는 현재 생성되고 있는 그룹들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배열이다. 구체적으로, ( ) 는 태스크 ( ) 가 생성한 

패킷 전송 요청들로 생성중인 그룹을 의미한다. 배열 의 모든 원소는 

알고리즘 시작 시 로 초기화된다. 

GROUPING 알고리즘은 그룹을 만들기 위해 먼저 입력으로 들어온 

패킷 전송 요청들을 시간이 빠른 순서부터 차례로 확인한다. 확인된 패킷 

전송 요청 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로 사용된다. 한 가지는 ( ) 에서 

생성되고 있는 기존 그룹의 맨 마지막 원소로 추가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 ) 의 기존 그룹 생성을 완료하고, 새로운 그룹의 첫 번째 

원소가 되는 것이다. 이 때, 기존 그룹이 없는 경우, 즉 ( ) 가 인 

경우에는 바로 새로운 그룹의 첫 번째 원소가 된다.  

이제 GROUPING 알고리즘의 동작을 의사 코드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알고리즘의 3~4번째 줄은 ( ) 가 인 경우를 처리한다. 

이 때 ( ) 는 〈 〉가 된다. 이와는 달리 ( ) 가 이 아닌 경우, 

즉 ( ) 에 이미 생성 중인 그룹이 있는 경우에는 패킷 전송 요청이 

발생한 시점 와 태스크 ( ) 의 직전 패킷 전송 요청 시각 사이의 

간격을 확인한다. 알고리즘의 6~7번째 줄이 이 과정을 담당한다. 만약 

그 간격이 보다 작다면, 알고리즘의 8번째 줄에 보이는 것처럼 를 

( ) 에 생성 중인 그룹의 마지막 원소로 추가한다. 반대의 경우는 

( ) 의 기존 그룹을  또는 로 옮기고, 를 유일한 원소로 가지는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 ( ) 에 넣는다. 이 때, 기존 그룹의 구성 

원소가 1개인 경우는 로 보내며, 2개 이상인 경우는 로 옮긴다. 

알고리즘의 10~15번째 줄은 이 과정을 처리한다. 입력으로 들어온 모든 

패킷 전송 요청들에 대해 위의 과정을 완료한 후, 19번째 줄에서 볼 수 

있듯이 GROUPING 알고리즘은 최종적으로 와 를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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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패턴 검출 

패턴 기반 다음 패킷 예측기 컴포넌트는 PATTERNDETECTION 

알고리즘을 호출하여 앞서 GROUPING 알고리즘이 생성한 그룹들로부터 

패턴들을 찾아낸다. 먼저 본 연구에서 정의한 패턴의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상세히 설명한다. 

모바일 장치에서 수행되는 태스크들은 각기 다양한 패킷 전송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단일 

전송 요청 그룹과 버스트한 전송 요청 그룹 각각에 대해 세가지 유형의 

패턴을 정의한다. 세 가지 유형은 아래와 같다. 

(1) 주기적 그룹들(periodic groups) 

(2) 기하 주기적 그룹들(geometric groups) 

(3) 기타 그룹들(other groups) 

주기적 단일 전송 요청 그룹들(periodic single tx request groups) 

패턴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연속되는 두 그룹의 패킷 전송 요청 발생 시각 간격이 
일정한, 동치 관계에 있는 단일 전송 요청 그룹들의 시퀀스 

서로 동치 관계에 있는 세 개의 단일 전송 요청 그룹 〈 〉 , 〈 〉 , 

〈 〉 가 있고, − = − 를 만족한다고 가정하자. 위의 정의에 따라 

이 세 그룹은 단일 전송 요청 그룹들 패턴을 형성한다. 이때, 동치 

관계에 대한 정의에 따라 ( ) = = ( ) 와 ( ) = = ( )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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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한다. 이를 사용하면 이 패턴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 ( ), ) 
여기서 는 패턴을 구성하는 그룹들 사이의 고정된 시간 간격 

−  이다. 

이와 유사하게 기하 주기적 단일 전송 요청 그룹(geometric single 

tx request group) 패턴을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연속되는 두 그룹의 패킷 전송 요청 발생 시각 간격이 기하 
급수로 증가하는, 동치 관계에 있는 단일 전송 요청 
그룹들의 시퀀스 

이 패턴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 ( ), , , ) 
여기서 는 시간 간격의 최초 값, 는 지수 값, 는 시간 

간격의 최대 값이다. 

기타 단일 전송 요청 그룹 패턴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연속되는 두 그룹의 패킷 전송 요청 발생 시각 간격이 
불규칙적인, 동치 관계에 있는 단일 전송 요청 그룹들의 
시퀀스 

이 패턴의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단일 전송 요청 그룹 〈 〉의 유휴 

간격(idle interval)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의 발생 시각 로부터 ( ) 의 다음 패킷 전송 요청이 
발생한 시각까지의 시간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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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기타 단일 전송 요청 그룹들 패턴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 ( ), ( ), ) 
여기서 는 패턴을 형성하는 단일 전송 요청들의 유휴 간격들 중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값이다. 

같은 방법으로 버스트한 전송 요청 그룹들의 패턴들도 정의할 수 

있다. 유사한 내용의 반복 설명을 피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은 기술하지 

않는다. 앞서 단일 전송 요청 그룹들의 패턴을 표기할 때와는 달리, ( ) 
대신 〈 , , … , 〉을 사용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각 그룹을 

구성하는 패킷 전송 요청들 중 가장 먼저 발생한 패킷 전송 요청의 발생 

시각을 사용하여 패턴을 검출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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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3. PATTERNDETECTION algorithm for  and  
PATTERNDETECTION( , ) 
1: ← PeriodicPatternDetection( ) 
2: ← ∪ PeriodicPatternDetection( ) 
3: ← ∪ GeometricPatternDetection( ) 
4: ← ∪ GeometricPatternDetection( ) 
5: ← ∪ OtherPatternDetection( ) 
6: ← ∪ OtherPatternDetection( ) 
7: return  

PERIODICPATTERNDETECTION( ) 
8: ← ∅, ℎ 1 … ←  
9: for ← 1 upto  

10:     if ( ℎ = ) then 
11:         set 1 … MAX_TIME  unmarked 
12:         for ←  upto  
13:             if (  is equivalent to ) then 
14:                 set timeConvert( )  marked 
15:                 ℎ ←  
16:             end if 
17:         end for 
18:  for ← MIN_PERIOD upto MAX_PERIOD 
19:             if (chkInterval( , 1 … ) = ) then 
20:                 ← ∪ ( ( ), ( ), ) 
21:                 break 
22:             end if 
23:         end for 
24:     end if 
25: end for 
26: return  

그림 13. PATTERNDETECTION 알고리즘의 의사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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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은 PATTERNDETECTION 알고리즘의 의사 코드를 보여준다. 

이 알고리즘은 단일 전송 요청 그룹들의 시퀀스 와 버스트한 전송 

요청 그룹들의 시퀀스 를 입력으로 받는다. 그리고 검출해낸 패턴들의 

리스트 를 결과로 출력한다. 패턴들을 검출하기 위해 

PATTERNDETECTION 알고리즘은 다음 세 가지 세부 알고리즘들을 

순차적으로 두 번씩 호출한다.  

 PERIODICPATTERNDETECTION 

 GEOMETRICPATTERNDETECTION 

 OTHERPATTERNDETECTION 

본 연구에서는 [6]에서 F. Quan에 의해 제시된 Exhaustive 

Periodicity Searching 알고리즘의 기본 아이디어를 차용하여 

PERIODICPATTERNDETECTION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입력은 그룹들의 시퀀스이며, 출력은 발견된 패턴들의 

리스트이다. 알고리즘 내에 사용되는 은 입력으로 들어온 시퀀스의 

길이, 즉 그룹의 개수이다. 그리고 은 패킷 전송 요청이 발생한 

시점을 나타내는 표식(marker)들의 배열이다. 배열의 번째 원소에 

표시(marking)가 되어있으면 번째 시간 구간에 패킷 전송 요청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열 의 모든 원소는 표시되지 않은 

상태(unmarked)로 초기화된다. 

PERIODICPATTERNDETECTION 알고리즘은 먼저 동치 관계에 있는 

그룹들을 찾아서 이들의 발생 시각을 1초 수준의 성긴 해상도를 가지는 

시각으로 변환한다. 이러한 변환은 알고리즘의 계산상의 오버헤드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비결정적(non-deterministic)인 네트워크 지연 

시간에 의한 영향도 줄여준다. 만약 그룹의 발생 시각이 , + 1) 구간에 

있다면 를 마킹한다. 알고리즘의 11~17번째 줄이 이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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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한다.  

동치 관계의 그룹들의 발생 시각 확인 작업이 완료되면, 알고리즘은 

배열 에서 마킹된 원소가 주기적으로 등장하는지 확인한다. 이를 

위해 chkInterval() 함수를 호출한다. 이 함수는 < 인 모든 양의 

정수 에 대해,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인덱스 가 

존재하는 경우 를 반환하며, 존재하지 않는다면 를 반환한다. 

여기서 는 어떤 그룹이 주기적으로 발생한다고 판단하는 최소의 반복 

횟수이다. 

(1) + ∙  is marked 

(2) All elements between + ( − 1) ∙  and  
+ ∙  are not marked 

만약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그룹이 발견되면 알고리즘은 에 패턴을 

추가한다. 이상의 과정에 대한 의사 코드는 그림 13의 18~23번째 줄에 

나타나 있다. 

PATTERNDETECTION 알고리즘이 호출하는 나머지 두 세부 알고리즘 

GEOMETRICPATTERNDETECTION과 OTHERPATTERNDETECTION의 논리 

흐름도 위에 설명한 PERIODICPATTERNDETECTION 알고리즘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본 학위논문에서는 반복을 피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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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 패킷 전송 요청 시점의 예측 

온라인 적용 단계에 패턴 기반 다음 패킷 예측기는 PREDICTION 

알고리즘을 호출하여 모바일 장치의 다음 번 패킷 전송 요청 발생 

시각을 예측한다. 이 알고리즘의 의사 코드는 그림 14에 나타나 있다. 

알고리즘은 먼저 모바일 장치에 수행 중인 각 태스크들의 다음 패킷 

전송 요청 시점을 학습 단계에 검출해 둔 패턴을 사용해 예측한다. 

이어서 예측된 시점들 중 가장 가까운 미래의 값을 최종 예측 결과로 

사용한다.  

PREDICTION 알고리즘에서 은 모바일 장치에서 현재 수행 중인 

태스크의 수이고, , 는 번째 태스크의 다음 패킷 전송 요청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시점이다. 모든 에 대하여 , = ∞로 초기화된다. 이 

알고리즘은 지연 가능 패킷 에 대한 패킷 전송 요청 가 발생했을 때 

수행된다. 알고리즘의 입력으로는 현재 발생한 패킷 전송 요청 , 그 

발생 시점 , 사전 학습 단계에 검출된 패턴들의 리스트 가 들어간다. 

알고리즘의 최종 출력은 예측된 모바일 장치의 다음 패킷 전송 요청 

시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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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4. PREDICTION algorithm for current packet tx request  
PREDICTION( , , ) 
1: ← ∞, ← index of ( ) 
2: ← matchingPattern( , ) 
3: if (  is a single tx request groups pattern) then 
4:         if (  is ) then 
5:             , ← +  of  
6:         else if (  is ) then 
7:             , ← + nextInterval( , , ) of  
8:         else 
9:             , ← +  of  

10:         end if 
11: else  
12:     if (  is end of ) then 
13:         if (  is ) then 
14:             , ← +  of  
15:         else if (  is ) then 
16:             , ← + nextInterval( , , ) of  
17:         else 
18:             , ← +  of  
19:         end if 
20:     else 
21:         , ← +  
22:     end if 
23: end if 
24: for ← 1 upto  
25:     ← min , ,  
26: end for 
27: return  

그림 14. PREDICTION 알고리즘의 의사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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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PREDICTION 알고리즘의 동작을 의사 코드와 함께 설명한다. 

현재 패킷 전송 요청을 발생시킨 태스크 ( ) 의 식별자가 일 때, 

알고리즘은 우선 , 의 값을 갱신한다. 이를 위해 먼저 알고리즘의 

3번째 줄에서 볼 수 있듯이, 를 사용해 학습된 패턴의 리스트 에서 

매칭되는 패턴을 찾는다. 만약 매칭 패턴이 단일 전송 요청 그룹들의 

패턴 중 하나인 경우는 패턴의 유형에 따라 를 기준으로 , 를 

갱신한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패턴 유형 각각은 다음과 같이 , 를 

갱신한다. 주기적 유형의 패턴인 경우에는 , 를 + 로 갱신한다. 

기하 주기적 유형의 패턴인 경우에는 , 를 와 그룹간의 다음 발생 

시간 간격의 합으로 갱신한다. 마지막으로 기타 유형의 패턴은 , 를 

와 패턴의 유휴 간격의 합으로 갱신한다. 이상의 단일 전송 그룹들 

패턴이 매칭된 경우에 대한 갱신 과정은 알고리즘의 3~10번째 줄에서 

그 의사 코드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매칭 패턴이 버스트한 전송 요청 그룹들의 패턴 중 하나인 

경우에는 현재 패킷 전송 요청 가 그룹의 맨 마지막 패킷 전송 

요청인지 아닌지를 확인한다. 그룹의 맨 마지막 전송 요청인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단일 전송 요청 그룹 패턴에 대해서와 같은 방법으로 

, 를 갱신한다. 알고리즘의 12~19번째 줄이 이 과정의 의사 

코드이다. 그 외의 경우는 태스크 ( )가 버스트하게 패킷 전송 요청을 

생성 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앞서 정의한  시간 내에 ( ) 가 

새로운 패킷 전송 요청을 생성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PREDICTION 알고리즘은 , 를 + 로 갱신한다. 이는 그림 14의 

20~21번째 줄에 나타나 있다. 

현재 패킷 전송 요청을 생성한 태스크의 다음 패킷 전송 요청 시점 

예측이 완료되면, 현재 수행 중인 모든 태스크의 다음 패킷 전송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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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을 확인하여 그 중 가장 가까운 미래로 최종 예측 결과를 도출한다. 

즉, min… , 를 결과 값으로 반환한다. 이 때, 이전 예측이 실패하여 

현재 시점보다 이전의 시점을 예측 값으로 가지고 있는 , 의 

경우에는 무시한다. 알고리즘의 24~27번째 줄이 이 과정을 설명한다. 

 

제 3 절 예상 전력 이득에 기반한 패킷 전송 시점의 

결정 

패킷 전송 요청 시점 결정기 컴포넌트는 PACKETTXTIMEDETER- 

MINATION 알고리즘을 호출하여 현재 전송 요청된 지연 가능 패킷의 

전송 시점을 결정한다. 이 알고리즘은 패킷 전송 지연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량 이득을 계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패킷 지연 여부를 

결정한다. 본 절에서는 먼저 패킷 전송 지연에 따른 전력량 이득 추산 

모델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를 사용하는 PACKETTXTIMEDETERMINA- 

TION 알고리즘을 상세히 설명한다. 

어떤 시각 에 패킷 에 대한 전송 요청 가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이 패킷은 에 바로 모바일 장치 밖으로 전송될 수도 있고, 다음 패킷 

전송이 있을 때까지 지연될 수도 있다. 이 때, 의 전송을 지연함으로써 

절감할 수 있는 전력 소모량을 계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패킷 전송 

지연에 따른 전력량 이득 추산 모델을 도입한다. 

제안하는 모델은 패킷 가 전송 요청되었을 때, 모뎀이 다음 세 

연속되는 패킷을 전송하기 위해 소모하는 전력량을 계산한다: 직전 

전송된 패킷 , 현재 전송 요청된 패킷 , 다음 번 전송 요청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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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패킷이 지연되면 함께 전송될 수 있는 . 이 모델은 세부적으로 

세 패킷의 tail 시간들이 어떻게 중첩되는지에 따라 총 아홉 가지 경우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아홉 가지 경우 각각에 대해 세 패킷을 전송하기 

위해 소모되는 모뎀의 전력량을 모델링한다. 

연속되는 세 패킷의 tail 시간들의 중첩 유형이 어떻게 아홉 가지로 

도출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가능한 모든 중첩 상황을 와  

사이의 시간 간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 여기서 는 

가 실제로 전송된 시각 임을 기억하자. 두 분류는 각각 − ≤
을 만족하는 경우와 − > 를 만족하는 경우이다. 본 

학위논문에서는 이들을 순서대로 범주 1, 범주 2로 지칭한다. 이후 

에 따라 범주 1은 다시 다섯 가지 세부 유형으로, 범주 2는 네 가지 

세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이제 이들 유형을 자세히 설명한다. 

 

 범주 1: − ≤  

범주 1은 패킷 의 전송 요청이 직전 전송이 완료된 패킷 의 

tail 시간 중에 발생하는 상황을 다룬다. 이 때 다음 패킷의 전송 

요청 시각 가 언제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tail 시간의 중첩 

유형이 다섯 가지로 나타난다. 

패킷 는  시점에 바로 모바일 장치 외부로 전송되거나, 다음 

패킷과 함께 전송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연될 수 있다. 그리고 와 

는 이미 발생한 사건의 시점이다. 따라서 다음 세 가지 tail 시간의 

중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만을 고려하면 모든 tail 시간 중첩 

상황을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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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 와 의 전송에 의한 tail 시간들의 중첩: 이들은 

부분적으로 중첩되거나(partial overlap), 전혀 중첩되지 

않는다(no overlap). 

O2. 가 즉시 전송될 때, 와 의 전송에 의한 tail 

시간들의 중첩: 이들은 부분적으로 중첩되거나, 전혀 

중첩되지 않는다. 

O3. 가 지연 전송될 때, 와 의 전송에 의한 tail 

시간들의 중첩: 이들은 완전히 중첩되거나(complete 

overlap), 부분적으로 중첩되거나, 전혀 중첩되지 않는다. 

위의 세 가지 tail 시간 중첩들의 조합 중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다음의 다섯 가지 유형이다.  

유형 1:  O1은 부분적으로 중첩, O2는 부분적으로 중첩, O3는 

완전히 중첩되는 경우. 

유형 2:  O1은 전혀 중첩되지 않음, O2는 부분적으로 중첩, O3는 

완전히 중첩되는 경우. 

유형 3:  O1은 전혀 중첩되지 않음, O2는 전혀 중첩되지 않음, 

O3는 완전히 중첩되는 경우. 

유형 4:  O1은 전혀 중첩되지 않음, O2는 전혀 중첩되지 않음, 

O3는 부분적으로 중첩되는 경우. 

유형 5:  O1은 전혀 중첩되지 않음, O2는 전혀 중첩되지 않음, 

O3는 전혀 중첩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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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는 위의 다섯 가지 유형을 도식적으로 보여준다. 그림의 

가로축은 시간의 흐름을 의미한다. 가장 좌측의  시점에 가 

전송되었고, 그 결과로 tail 시간이 시작된다. 그리고 tail 시간이 

끝나기 전인  시점에 의 전송 요청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후의 모든 시점에 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의 모든 

시간 구간을 다섯 가지 구간으로 분할한다. 이들이 각각 앞서 설명한 

유형 1~5이다. 그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형 3, 4, 5가 구분되는 

이유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다. 실제 모바일 장치를 고려해보자. 

아무리 어떤 패킷이 지연 가능 패킷이더라도 그 패킷의 전송을 

무한정으로 지연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연 가능 

패킷의 최대 지연 시간 를 정의하고, 이를 조정 가능한 

파라미터로 사용한다. 또한 어떤 지연 가능 패킷 의 전송 기한을 

로 표시하며, 그 값은 는 + 이다. 즉, 그림의 유형 3, 4, 

5의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는 패킷 의 전송 기한이다. 

이어서 이들 유형들의 패킷 전송 지연에 따른 전력량 이득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본 학위논문에서는 유형 1에 

대해서만 계산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나머지 유형들에 대해서는 

그림 15. 범주 1의 다섯 가지 유형. 

유형 1 유형 3 유형 4 유형 5유형 2

시간++
+

가 위치할 수 있는 시간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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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만 보여준다. 실제로 나머지 유형들은 설명한 방법을 

유사하게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유형 1에서 세 패킷 , , 

는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다. 

 − ≤  

 ≤ +  

그림 16(a)와 (b)는 각각 유형 1에서 가 요청된 즉시 전송되는 

경우와, 지연 전송되는 경우에 , , 를 전송하기 위해 

소모되는 4세대 LTE 모뎀의 전력을 도식적으로 보여준다. 수식으로 

그림 16. 유형 1의 패킷 시퀀스를 전송할 때 4세대 LTE 모뎀의 전력 소모량. 

(a) 패킷 가 요청 즉시 전송되는 경우.  

(b) 패킷 의 전송이 까지 지연되는 경우. 

시간

전력

시간

전력

의 전송이
까지 지연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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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기 위해서 ( ) 를 정의하자. ( )  하나의 패킷을 전송 

했을 때, tail 시간 동안 시간에 따른 모뎀의 전력 소모를 나타내는 

함수이다. ( ) 는 0 ≤ ≤  구간에 대해서 정의된다. 모뎀은 

초기에 RRC_IDLE 상태에 있으며, = 0 에서 패킷을 하나 전송한다. 

그리고 = 이 될 때까지 다른 패킷은 전혀 전송하지 않는다. 

4세대 LTE 모뎀의 경우, ( ) 는 그림 16(a)와 (b)에서 볼 수 

있듯이 우측으로 낮아지는 계단 모습의 함수이다. 그림 16(a)와 

(b)의 회색으로 칠해진 영역의 넓이를 비교하면 유형 1의 패킷 전송 

지연에 따른 전력량 이득을 계산하는 수식을 도출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림 16(a)에서  시점에 시작되는 tail 시간 동안의 

모뎀 전력 소모량 일부가 그림 16(b)에서는 사라진다. 그 크기는 

다음과 같다. 

( ) − ( )  

함수 ( ) 는 단조 감수 함수이므로, 위 수식의 계산 결과는 

언제나 양의 값을 가진다. 즉, 유형 1에서는 패킷 의 전송을 

지연하면 언제나 전력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방법으로 유형 2~5에 대해서도 수식을 도출할 수 있다. 그 

결과는 표 2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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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패킷 전송 지연에 따른 전력량 이득 추산 모델 

유형 전력량 이득 추산식 참고 

1 ( ) − ( )  항상 양의 값 

2 ( ) − ( ) −  미정 

3 ( ) − ( )  항상 양의 값 

4 ( ) − ( )  미정 

5 − ( ) −  항상 음의 값 

6 ( )  항상 양의 값 

7 ( ) +  항상 양의 값 

8 ( ) +  항상 양의 값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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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주 2: − >  

범주 2는 패킷 의 전송 요청이 의 전송으로 인한 tail 

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하는 상황을 다룬다. 이 범주는 다시 

의 시점에 따라 네 가지 세부 유형으로 구분된다. 

범주 2에서는 와 에 의한 tail 시간들이 전혀 중첩될 수 

없다. 따라서 다음 두 가지 tail 시간들의 중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고려하면 모든 상황을 다룰 수 있다. 

O1. 가 즉시 전송될 때, 와 의 전송에 의한 tail 

시간들의 중첩: 이들은 부분적으로 중첩되거나, 전혀 

중첩되지 않는다. 

O2. 가 지연 전송될 때, 와 의 전송에 의한 tail 

시간들의 중첩: 이들은 완전히 중첩되거나(complete 

overlap), 부분적으로 중첩되거나, 전혀 중첩되지 않는다. 

위의 두 가지 tail 시간 중첩들의 조합 중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다음 네 가지 유형이다.  

유형 6:  O1은 부분적으로 중첩, O2는 완전히 중첩되는 경우. 

유형 7:  O1은 전혀 중첩되지 않음, O2는 완전히 중첩되는 경우. 

유형 8:  O1은 전혀 중첩되지 않음, O2는 부분적으로 중첩되는 

경우. 

유형 9:  O1은 전혀 중첩되지 않음, O2는 전혀 중첩되지 않는 

경우. 

그림 17은 범주 2의 네 가지 유형을 도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앞서 범주 1의 유형들에 대한 그림과 마찬가지로 가로축은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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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그리고 네 개로 분할된  이후의 시간 구간이 각각 

하나의 유형을 의미한다. 

같은 방법으로, 각 유형에 대한 패킷 전송 지연에 따른 전력량 

이득 계산을 위한 수식을 도출할 수 있다. 본 학위논문에서는 반복을 

피하기 위해 이들 각각에 대한 도출 과정을 기술하지는 않으며, 그 

결과만 표 2에 제시한다. 

 

표 2에 정리된 결과를 살펴보면, 유형 2와 유형 4인 경우 수식의 

계산 결과가 양의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전력 소모량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두 유형에 대해 의 전송 시점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부터는 패킷 전송 시점 결정기 컴포넌트가 호출하는 

PACKETTXTIMEDETERMINATION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모바일 장치에서 

패킷 의 전송 요청이 발생하면 이 알고리즘이 수행되며, 해당 패킷을 

지연 전송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림 18의 의사 코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알고리즘은 다음 네 개의 입력을 받는다: 현재 전송 요청된 패킷 , 

요청 발생 시각 , 직전 전송된 패킷의 전송 시각 , 예측된 다음 

그림 17. 범주 2의 네 가지 유형. 

유형 6 유형 7 유형 8 유형 9

시간

>

++

가 위치할 수 있는 시간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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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 전송 요청 발생 시각 . 

PACKETTXTIMEDETERMINATION 알고리즘은 먼저 패킷 가 지연 

가능 패킷인지를 검사한다. 이를 위해 알고리즘의 첫 번째 줄에 있는 

isDeferrable() 함수를 호출한다. 이 함수는 입력으로 들어온 패킷을 

분류하고 지연 가능 패킷인 경우 참을, 그렇지 않은 경우 거짓을 

반환한다. 반환 값이 참인 경우에는, 알고리즘이 내부적으로 estGain() 

함수를 호출한다. 이 함수는 패킷 전송 지연에 따른 전력량 이득 추산 

모델에 , , 를 넣고, 그 계산 결과를 반환한다. 반환된 값이 

양수인 경우는 를 DelayQueue에 넣고, DelayQueue의 타임아웃 

시점을 갱신한 후 알고리즘이 종료된다. DelayQueue는 현재 전송이 

지연되어 대기 중인 패킷들을 담고 있는 큐이고, DelayQueue의 
타임아웃 값은 큐에 대기 중인 패킷들의 전송 기한들 중 가장 빠른 

시각이다. 이 시점을 갱신할 때에는, 기존 타임아웃 시점과 의 전송 

기한 중 빠른 시점으로 갱신된다. 이상의 과정에 대한 의사 코드는 

알고리즘의 2~5번째 줄에 나타나 있다. 

그 외의 경우, 즉 isDeferrable() 함수의 반환 값이 거짓이거나 

estGain() 함수의 반환 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알고리즘의 8~14번째 

줄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DelayQueue에 대기 중인 모든 패킷들을 

순서대로 꺼내서 전송하고, DelayQueue가 비워지면 를 전송한다. 이후 

DelayQueue의 타임아웃을 해제하고 알고리즘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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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5. PACKETTXTIMEDETERMINATION algorithm for packet  
PACKETTXTIMEDETERMINATION , , ,  
1: if isDeferrable( )  then 
2:     if estGain , , > 0  then 
3:         enqueue( , ) 
4:         . ← min( , . ) 
5:         return 
6:     end if 
7: end if 
8: while ( ≠ ∅) 
9:     ← dequeue( ) 

10:     transmit  
11: end while 
12: transmit  
12: . ← ∞ 
14: return 

  

DELAYQUEUETIMEOUTHANDLER() 
15: while ( ≠ ∅) 
16:     ← dequeue( ) 
17:     transmit  
18: end while 
19: . ← ∞ 
20: return 

그림 18. PACKETTXTIMEDETERMINATION 알고리즘의 의사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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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 전송 요청의 발생에 따른 PACKETTXTIMEDETERMINATION 

알고리즘 수행과는 별도로 DelayQueue의 타임아웃 시점이 되면 

DelayQueueTimeoutHandler() 함수가 호출된다. 이 함수의 의사 

코드는 그림 18의 15~20번째 줄에 제시되어 있다.  함수가 호출되면 

DelayQueue에 대기 중인 패킷을 순서대로 꺼내어 전송한다. 모든 

패킷의 전송이 완료되면 DelayQueue의 타임아웃을 해제하고 함수를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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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구현과 실험적 평가 

본 장에서는 제안한 선별적 패킷 전송 지연 기법을 실제 모바일 

장치에 구현하고 그 유용성을 실험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본 장은 다음과 같이 세 개의 절로 구성된다. 먼저 1절에서는 제안된 

기법의 구현 상의 특이점에 대해서 기술한다. 2절에서는 기법의 유용성 

평가를 위한 실험 설정을 자세히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제안된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전력 소모량 절감 효과와 그 

때의 오버헤드에 대한 실험 결과를 기술한다. 

 

제 1 절 선별적 패킷 전송 지연 기법의 구현 

본 절에서는 제안된 기법을 구성하는 컴포넌트들의 실제 구현에 

대해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세 개의 핵심 컴포넌트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패킷 데이터 기록기 컴포넌트의 구현에 대해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컴포넌트들을 오픈 소스이면서 모바일 장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Android 플랫폼 위에 구현하였다. 구체적으로, Linux 커널 3.4.0 

버전을 사용하는 Android 4.4 KitKat을 수정하여 제안된 기법을 

구현하였다. 

구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ndroid 플랫폼의 세부적인 계층 

구조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Android 플랫폼의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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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에는 Linux 커널이 위치한다. 이는 앞서 3.1절에서 설명한 모바일 

장치의 일반적인 계층 구조의 커널 계층에 해당한다. Android 플랫폼의 

Linux 커널에는 Mainline Linux 커널과는 달리 wake lock 등의 모바일 

장치를 위한 기법들이 포함되어 있다. Linux 커널 위에는 Android 

응용의 동작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계층들이 존재한다. 아래에서부터 

순서대로 Native 라이브러리, Android 런타임, 응용 

프레임워크(application framework) 계층이 있다. 이들과 그 위의 

Android 응용 계층이 3.1절에서 설명한 모바일 장치의 응용 계층에 

해당한다. Native 라이브러리는 C 또는 C++로 작성된 라이브러리 

세트들이다. Bionic libc 라고 불리는 표준 C 라이브러리, 2D/3D 그래픽 

엔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Android 런타임은 Java로 작성된 응용이 

수행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는 런타임과 표준 Java 클래스 

라이브러리로 구성되어 있다. Android 4.4 KitKat에서는 런타임으로 

 
그림 19. Android 플랫폼의 계층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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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vik VM(Virtual Machine)을 사용한다. 응용 프레임워크는 Android 

응용에게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서버들의 세트이다. Window 

Manager, Location Manager, Telephony Manager 등이 포함된다. 

이상의 Android 플랫폼 계층 구조는 그림 19에 도식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제안된 기법을 구성하는 각 컴포넌트들은 다음과 같은 위치에 

구현되었다. 먼저 패킷 데이터 기록기 컴포넌트는 Linux 커널, Native 

라이브러리, Android 런타임, 응용 프레임워크 계층에 분산되어 

구현되었다. 지연 가능 패킷 판별기와 패턴 기반 다음 패킷 예측기는 

Linux 커널 내부에 구현되었다. 마지막으로 패킷 전송 시점 결정기는 

Linux 커널 내부 중에서도 네트워크 스택의 IP 계층에 구현되었다. 이제 

이들 각각의 구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패킷 데이터 기록기의 구현 

앞서 설명한 것처럼 패킷 데이터 기록기 컴포넌트는 어떤 패킷 

에 대해 , , ( ) , ( ) 를 수집한다. 이를 위해 Android 

플랫폼의 다음 다섯 위치를 수정하였다: (1) Linux 커널, (2) Bionic 

libc 라이브러리, (3) Dalvik VM, (4) Android 입력 이벤트 처리기, 

(5) 출력 관련 시스템 서버들. 그림 20에서 각 정보가 어떤 

위치에서 수집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림에서 회색 상자는 패킷 

데이터 기록기의 구현을 위해 기존 Android 플랫폼에서 수정된 

부분들을 의미한다. 

패킷 전송 요청 시각 와 실제 전송 시각 는 Linux 커널의 

네트워크 스택을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는 시스템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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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system call handler)들이 네트워크 스택으로 전송할 

데이터를 넘겨주는 지점에서 측정했다. 그리고 는 네트워크 스택이 

장치 드라이버로 패킷을 넘기는 지점에서 측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Linux 커널에서는 각각 TCP 단의 tcp_sendmsg()과 IP 단의 

dev_queue_xmit()이 해당된다. 

패킷 전송을 요청한 태스크 ( )의 정보는 Linux 커널의 네트워크 

스택과 Android 응용 프레임워크의 입력 이벤트 처리기, 시스템 

서버들을 수정하여 수집하였다. 패킷 전송 요청이 발생하면 먼저 

네트워크 스택에서 전송을 요청한 태스크의 식별자를 살핀다. 그리고 

이를 입력 이벤트 처리기와 시스템 서버들이 알아낸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 체인과 비교하여 ( ) 가 지연 가능 태스크인지 여부를 

알아낸다. 여기서, 태스크의 식별자로는 Android 플랫폼에서 응용 

 
그림 20. Android 플랫폼에 구현된 패킷 데이터 기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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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고유하게 부여되는 UID(user ID) 값을 사용하였다. 이 값은 

응용을 종료했다가 다시 수행하더라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태스크 식별자는 네트워크 스택의 첫 호출 지점인 

tcp_sendmsg()에서 수집한다.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 체인의 

검출을 위한 Android 플랫폼의 수정은 [55]을 참고하였다. 수정된 

Android의 입력 이벤트 처리기는 InputReader와 

InputDispatcher 태스크들이다. 이들은 터치 스크린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 입력 장치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수행 중인 응용에게 

전달하는 태스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두 태스크에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 체인의 시작을 인지하는 코드를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서버들 중 화면 출력을 담당하는 Surface 

Flinger와 오디오 출력을 담당하는 Audio Flinger를 수정하였다. 

여기에는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 체인의 끝을 인지하고 완성된 

체인을 기록하는 코드가 추가되었다. 

마지막으로 ( ) 를 수집하기 위한 구현을 설명한다. Android 

플랫폼에서 수행 중인 태스크는 두 개의 스택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C 언어로 작성된 코드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스택이고 다른 하나는 

JAVA 언어로 작성된 코드를 수행할 때 사용한다. 전자에 쌓여있는 

활성 레코드의 시퀀스는 Bionic libc를 수정하여 수집하였다. 

구체적으로, Bionic libc에서 시스템 콜 호출을 위해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발생시키기 직전에 C 컴파일러의 호출 규약(calling 

convention)을 따라 스택을 백트레이스(backtrace)하도록 수정했다. 

후자에 쌓여있는 활성 레코드의 시퀀스는 Dalvik VM과 네트워크 

스택을 수정하여 수집하였다. 먼저 Dalvik VM은 새로운 VM을 

생성할 때 VM이 사용하는 스택의 주소를 Linux 커널에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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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 커널은 태스크 제어 블록에 전달받은 주소를 저장한다. 이후 

네트워크와 관련된 시스템 콜 처리기가 수행될 때, 저장된 Dalvik 

VM의 스택 주소를 참고하여 활성 레코드의 시퀀스를 수집한다. 

이때는 dex 컴파일러의 호출 규약을 따른다. 

 

 지연 가능 패킷 판별기의 구현 

이 컴포넌트는 Linux 커널 내에 구현되었다. 먼저 패킷 전송 

요청이 발생하면 요청한 태스크의 식별자를 패킷 데이터 

기록기로부터 전달받는다. 그리고 해당 태스크가 어떤 태스크 분류에 

속하는지를 확인한다. 이 확인 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Linux 커널이 제공하는 cgroups(control 

groups)를 사용하였다[56]. cgroups는 수행 중인 태스크들을 몇 

개의 계층적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에게 일정한 하드웨어 

그림 21. cgroups를 사용한 태스크 분류. 

cgroupHierarchy for Task Classification

/

cgroup for 
Real-Time Tasks

cgroup for 
Interactive Tasks

cgroup for 
Deferrable Tasks

cgroup for 
Non-Real-Time Task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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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할당해주는 도구이다. 여기에서는 cgroups의 기능 중 

태스크들을 그룹으로 묶는 기능을 활용하였다.  생성한 cgroup 
들의 계층 구조는 그림 2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그룹에는 현재 

수행 중인 태스크들이 들어간다. 먼저 실시간 태스크 그룹에는 

Android의 시스템 태스크들이 들어간다. 그 외의 태스크는 생성될 

때 상호적 태스크 체인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호적 태스크 

그룹이나 지연 가능 태스크 그룹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어떤 상호적 

태스크 체인이 종료되거나 새로운 상호적 태스크 체인이 시작되면 

체인에 소속된 태스크들은 알맞은 그룹으로 이동한다. 

 

 패턴 기반 다음 패킷 예측기의 구현 

패턴 기반 다음 패킷 예측기 컴포넌트는 Linux 커널 내에 구현된다. 

사전 학습 단계에는 먼저 패킷 데이터 기록기로부터 모든 전송된 

패킷의 , ( ), ( ) 를 전달받는다. 이를 사용해 4.2절에서 

설명한대로 패킷 전송 요청의 패턴들을 검출한다. 검출된 패턴들은 

태스크 식별자 별로 묶여서 trie 구조로 SD 카드에 저장된다. 표 

3과 그림 22는 검출된 패턴의 저장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제이다. 

표 3에는 사전 학습 단계에서 검출된 7개의 예제 패턴들이 표시되어 

있다. 태스크 식별자가 인 5개의 패턴들 중 첫 활성 레코드의 

시퀀스가 인 세 개의 패턴 , , 는 그림 22의 맨 왼쪽 trie로 

저장되며, 첫 활성 레코드의 시퀀스가 인 두 패턴 , 은 두 

번째 trie로 저장된다.  태스크 식별자가 인 패턴 과 은 

오른쪽 두 trie로 저장된다. 여기서 각 노드는 패턴을 구성하는 활성 

레코드를 의미하며, 패턴의 마지막인 노드에는 추가적으로 패턴의 

특성이 기록된다.  예시 그림에서는 패턴의 마지막 노드를 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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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두리로 표시하였다. 패턴의 특성은 4.2절에 설명된 주기적 그룹들 

패턴의 , 기하 주기적 그룹들 패턴의 ( , , ) , 기타 

그룹들 패턴의  중 하나이다. 그림 22의 맨 오른쪽 trie에서 볼 

수 있듯이, 단일 전송 요청 그룹들의 패턴은 노드가 하나로 

구성된다.  

온라인 적용 단계에서는 먼저 수행 중인 태스크가 패킷 전송을 

요청할 때마다 저장된 trie 들을 확인하여 해당 태스크의 다음 패킷 

전송 요청 시점을 예측한다. 그림 23은 이 과정을 예제를 통해 

도식적으로 보여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수행 중인 태스크는 

가장 최근의 패킷 전송 요청이 어떤 노드인지 가리키는 포인터를 

하나 가지고 있다. 최초에는 루트 노드를 가리키고 있으며, 패킷 

전송 요청이 발생할 때마다 활성 레코드의 시퀀스가 매칭되는 자식 

노드로 따라 내려간다. 이때 패턴의 끝을 나타내는 노드가 아니라면 

해당 태스크의 다음 패킷 전송 요청은  이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패턴의 끝에 도착하면 노드에 기록된 패턴의 특성을 

표 3. 검출된 패턴의 예시 

패턴 태스크 
패턴을 구성하는 활성 

레코드의 시퀀스들 
 ( , , )  

  〈 , , , 〉 60 X X 

  〈 , , 〉 X X 4 

  〈 , , 〉 X X 5 

  〈 , , 〉 60 X X 

  〈 , , 〉 X X 5 

   1800 X X 

   X (15, 2, 120)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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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여 태스크의 다음 패킷 전송 요청 시점을 예측한다. 구체적인 

예측 시점의 계산 방법은 앞서 4.2절에서 자세히 설명되었다.  그림 

23의 와 같이 어떤 패턴의 마지막 노드이면서 다른 패턴의 중간인 

노드가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우선 다음 패킷 전송 요청이  

이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다음 패킷 

전송 요청이 발생하지 않으면 로 끝나는 패턴의 특성을 사용하여 

예측 시점을 갱신한다. 마지막으로, 태스크에서 패킷 전송 요청이 

발생했는데 매칭되는 패턴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는 해당 태스크의 다음 패킷 전송 요청 시점을 ∞로 간주한다.   

 

 패킷 전송 시점 결정기의 구현 

패킷 전송 시점 결정기 컴포넌트는 Linux 커널의 네트워크 스택을 

수정하여 구현했다. 구체적으로 IP 단에서 최종적으로 장치 

드라이버에게 패킷을 넘기기 직전에 4.3절에서 설명된 알고리즘을 

그림 22. 검출된 패턴의 저장 구조 예제. 

태스크 의 패턴

root

(X, X, 5)

(60, X, X)

(X, X, 5) (X, X, 5) (X, X, 5)

태스크 의 패턴

root

(1800, X, X) (X, (15, 2, 120),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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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도록 수정되었다. 

이에 더해서 본 구현의 대상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TCP 

프로토콜의 동작 특성을 고려한 패킷의 전송 지연 방법을 적용했다. 

TCP는 패킷 전송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ACK(acknowledgement) 기법을 사용한다. 이 기법은 패킷 전송 시, 

수신 측에서 패킷을 받으면 ACK 패킷을 송신 측에 전달하고, 송신 

측은 ACK 패킷을 받은 이후에 전송을 완료하는 것이다. 송신 

측에서 패킷 전송 후에 일정 시간 동안 ACK 패킷이 도착하지 

않으면 패킷을 재전송한다. 따라서 패킷의 전송을 지연했을 때 TCP 

프로토콜이 계속 재전송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기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어떤 패킷의 전송이 지연될 때, 해당 패킷에 대한 

가짜 ACK 패킷을 생성하여 지연 사실을 TCP 프로토콜이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향후 지연된 패킷의 실제 전송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ACK 패킷이 도착하면 이를 무시하게 하였다.  

그림 23. 태스크의 다음 패킷 전송 요청 시점 예측의 구현 예제. 

저장된 태스크 의 패턴

root

(X, X, 5)

(60, X, X)

(X, X, 5) (X, X, 5) (X, X, 5)

#1 태스크 가 생성됨
예측 시점 ∞

#2 에 발생, ( = )
예측 시점 +

#3 에 발생, ( = )
예측 시점 +

#4 에 발생, ( = )
예측 시점 +

#5 + 까지 새로운요청 부재
예측 시점 +

온라인 적용 단계에 태스크 의

다음 패킷 전송 요청 시점의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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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예측과 실제가 다른 예외 상황들의 처리를 설명한다. 

먼저 패킷의 전송을 지연했는데 다음 패킷 전송 요청 시점의 예측이 

실패한 경우의 처리에 대한 구현을 설명한다. 이는 다음 패킷 전송 

요청이 예측된 시점보다 먼저 발생하는 경우와 나중에 발생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예측된 시점보다 먼저 새로운 패킷 전송 요청이 

발생하면, 이전 패킷의 지연으로 인한 전력량 이득은 지연 여부 결정 

시 추산되었던 값보다 항상 더 크다. 이는 4.3절에서 설명한 

유형들을 따져보면 쉽게 도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잘못된 예측 

시점을 폐기하고, 4장에서 설명된 알고리즘들을 정상적으로 수행한다. 

예측된 시점보다 나중에 새로운 패킷 전송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예측 실패 사실을 인지하는 시점은 기존 예측 

시점임을 주목하자. 먼저, 현재 시점에 패킷 전송을 요청할 

예정이었던 태스크의 다음 패킷 전송 요청 시점을 ∞ 로 변경한다. 

그리고 모바일 장치의 다음 패킷 전송 요청 시점을 다시 예측한다. 

마지막으로 지연된 패킷이 현재 전송 요청된 것으로 간주하고 4.3의 

알고리즘을 다시 수행한다. 

패킷 전송을 지연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측된 시점보다 먼저 다음 

패킷 전송 요청이 발생한 경우의 동작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잘못된 

예측 시점을 폐기하고, 정상적으로 4장에서 설명된 알고리즘들을 

수행한다. 반대로 예측된 시점까지 다음 패킷 전송 요청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예측이 실패한 태스크의 다음 예측 시점을 ∞로 변경한다. 

이들 두 경우 모두 패킷 전송의 지연은 없기 때문에 예측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 의 변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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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험 설정 

본 절에서는 제안된 기법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들의 

설정에 대해 설명한다. 실험 환경은 표 4에 요약되어 있다. 모바일 

장치의 하드웨어로는 Korea Telecom(KT) 사의 4세대 LTE 네트워크 

망에 연결되어 있는 Google Nexus 5 스마트폰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앞 절에서 설명한대로 수정된 Android 4.4 KitKat을 

사용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동작하면서 소모하는 전력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스마트폰과 그 배터리 사이에 Monsoon Power Meter를 

연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의 실험을 수행했다. 세 가지는 제안된 기법에 

의한 모뎀의 전력 소모량 절감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실험이다. 이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써 앞서 3.2절에서 설명한 ∆ ( ) 를 사용하였다. 

나머지 하나는 제안된 기법이 야기하는 오버헤드를 평가하기 위한 

실험이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의 오버헤드를 평가했다. 하나는 사전 학습 

단계에 패킷 데이터 기록기에 의해 발생하는 전력 오버헤드이다. 다른 

하나는 온라인 적용 단계에 추가적으로 수행되는 코드들에 의한 성능 

표 4. 실험 환경 요약 

Carrier KT 4G LTE 
HW Google Nexus 5 (LG-D821) 

SW 
Platform Android 4.4 KitKat 

OS Linux Kernel v3.4.0 
Power Monitor Monsoon Power 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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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헤드이다. 온라인 적용 단계에 발생하는 전력 오버헤드는 총 전력 

소모 절감량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10개의 Android 응용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대상 스마트폰의 전력 소모량을 측정하였다. 워크로드로 사용된 응용들은 

실험 수행 당시에 Google Play의 각 응용 분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응용으로 선정되었던 것들이다. 이 실험의 목적은 사용자가 모바일 

장치를 혹독하게 사용하는 시나리오에서 제안된 기법을 적용함으로 인한 

전력 소모량 절감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실제 모바일 장치에서 발생한 패킷 전송들을 

프로파일링하고 이를 사용하여 4세대 LTE 모뎀의 상태 전이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전력 

소모량 절감 효과의 평가 척도인 ∆ 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제안된 기법을 적용하기 전후에 응용들이 완벽히 동일한(identical) 패킷 

전송 요청의 시퀀스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비결정적인 모바일 장치 

외부 네트워크의 상태와 제어 불가능한 서버와의 상호작용 때문에 실제 

사용 환경에서 동일한 패킷 전송 요청의 시퀀스를 생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먼저 실제 

모바일 장치 사용 환경에서 패킷 전송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뎀의 무선 자원 제어 상태와 비연속적 수신 상태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한다. 여기에 해당 모뎀의 상태 별 평균 소모 전력 값을 

적용하여 패킷들을 전송하는데 모뎀이 소모하는 전력량을 계산했다. 

프로파일링에는 25~30살 사이의 두 명의 남성과 한 명의 여성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패킷 데이터 기록기를 구현한 모바일 장치를 일상 

생활 동안 사용하고, 수집된 패킷 정보를 제공하였다. 

세 번째 실험에서는 실제로 발생 가능한 워크로드들을 다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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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하고, 각 워크로드 별로 모뎀의 동작을 시뮬레이션하여 제안된 

기법의 전력 소모량 절감 효과를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실험을 진행했다. 먼저 두 번째 실험과 같이 실사용 환경에서 수집된 

패킷 전송 정보들을 응용 별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각 워크로드에 포함된 

응용의 패킷 전송 정보들을 사용하여 해당 워크로드가 수행될 때 

발생하는 모뎀의 상태 변화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최종적으로 모뎀의 

상태에 따른 평균 전력 소모량을 적용해 제안된 기법의 전력 소모량 

절감 효과를 계산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수행되는 워크로드의 특성에 

따라 제안된 기법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마지막 실험은 제안된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전력과 성능 

오버헤드를 평가하기 위한 실험이다. 이들 오버헤드는 모바일 장치를 

혹독하게 사용할수록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첫 번째 실험과 같은 

워크로드를 사용하여 평가를 진행했다. 사전 학습 단계에서는 패킷 

데이터 기록기로 인한 전력 오버헤드를 평가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실제로 장치를 사용하는 동안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 

작업은 단순한 과정이므로 성능 오버헤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사전 학습 단계의 패턴 검출 과정은 일회성으로 발생하므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장치의 전력 소모량 측정은 첫 번째 실험과 같은 

측정 환경에서 진행했고, 패킷 데이터 기록기가 동작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측정 결과를 비교하였다. 온라인 적용 단계에서는 전체 

알고리즘들의 수행으로 인한 성능 오버헤드를 평가했다. 실제로 제안된 

기법의 모든 알고리즘들은 네트워크와 관련된 시스템 콜을 처리하는 

도중에 수행된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위의 워크로드를 수행하면서 

이들 시스템 콜의 호출 시 발생하는 블로킹 시간(blocking time)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제안된 기법의 적용 전후에 측정된 시간의 변화를 



 
９２

통해 온라인 적용 단계의 성능 오버헤드를 평가하였다. 

제 3 절 실험 결과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설명한 네 가지 실험들의 결과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한다.  

 

 실험 1: 혹독한 사용 환경에서 전력 소모량 절감 효과 측정 

이 실험에서는 대상 스마트폰에서 동시에 열 개의 응용을 실행한 

후 이들을 백그라운드(background)로 보내었다. 이 응용들은 

백그라운드에서 동작하는 동안 다양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킨다. Keep-alive 메시지의 전송이나 뉴스 피드와 같은 

콘텐츠 갱신 등이 이러한 트래픽에 포함된다. 먼저 3.5시간 동안 

사전 학습 단계를 수행하였다. 이 시간 동안 패킷 전송 요청은 

7,956회 발생하였고, 그 중 65%가 지연 가능 패킷의 전송 

요청이었다. 백그라운드에 많은 응용이 수행되는 동작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지연 가능 패킷의 비율이 일반적인 수행 환경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의 결과는 다음 실험 

결과 설명에서 소개한다. 

이어서 20분 동안 온라인 적용 단계를 진행하며 전력 소모량을 

측정하였다.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실험에 사용한 Monsoon 

Power Meter가 배터리에서 모바일 장치로 흘러 들어가는 전력량을 

측정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모뎀 이외의 하드웨어 부품들이 실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LCD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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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서의 전력 소모에 의한 영향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실험에서는 LCD의 밝기를 가장 어두운 수준으로 고정하고, 

프로세서의 동작 주파수도 가장 낮은 값으로 고정하였다. 그리고 이 

때의 모바일 장치가 소모하는 전력을 기저 값으로 산정하였다.  

이 실험에서 제안된 기법의 두 가지 조절 가능한 파라미터 와 

는 각각 500 밀리초와 60초로 설정하였다. 이 값들은 

경험적으로 결정한 값이다. 구체적으로, 를 100 밀리초에서 

1500 밀리초까지 변화시켰을 때, 패턴 기반 다음 패킷 예측기는 

500 밀리초에서 가장 많은 수의 정형화된 패턴들을 검출해 내었다. 

그리고  값을 30초에서 점차 증가시킬 때, 60초가 될 때까지는 

∆ ( )가 급격히 증가하지만 이 값을 넘어서면 그 증가 폭이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너무 긴 시간의 패킷 전송 지연은 

수신 측에 예기치 못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값으로 

60초를 선정하였다. 표 5에는 실험에 사용한 10가지 Android 

응용의 목록과 20분 동안 측정된 전력 소모량이 표시되어 있다. 

또한,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선별적 패킷 전송 지연 기법을 

표 5. 첫 번째 실험 결과의 요약 

워크로드를 구성하는 

Android 응용들 

Facebook, BBC News, Bloomberg, ESPN 
Naver Line, Naver Map, Naver Webtoon,  

Naver Music, Daum tvPot, Kweather 
모뎀의 전력 소모량 

(mWh) 
제안된 기법 적용 제안된 기법 미적용 

141.4 182.4 
Δ ( ) (mWh) 41.0 
절감 비율(%)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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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함으로써 모뎀의 전력 소모량이 22.5% 줄어들었다. 

 실험 2: 실제 사용 환경에서 전력 소모량 절감 효과 평가 

이 실험에서는 표 6에 정리된 4세대 LTE 모뎀의 파라미터 

값들을 사용하여 모뎀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이 값들을 도출하기 

위하여 모바일 장치에서 패킷을 하나 전송하고 모뎀이 RRC_IDLE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 다른 패킷 전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든 뒤, 

Monsoon Power Meter를 사용하여 모뎀의 전력 소모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로부터 구체적인 파라미터 값들을 도출하는 과정은 

2.1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조절 가능한 파라미터 와 는 

첫 번째 실험과 같은 값을 사용했다.  

세 명의 실험 참가자들이 제공한 프로파일링 데이터와 전력 

소모량 절감 효과의 평가 결과는 표 7에 요약되어 있다. 전반부는 

패턴 검출을 위한 사전 학습 단계에 사용하였고, 후반부는 

시뮬레이션 기반 ∆  계산을 위한 온라인 적용 단계에 사용하였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안된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평균 

12.8%의 전력 소모량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이 실험의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제 모바일 

표 6. 두 번째 실험에 사용된 4세대 LTE 모뎀의 파라미터 값 

Parameter Value Parameter Value 
 10.0s  800mJ 
 100ms  870mW 
 400ms  670mW 
 9500ms  660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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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사용 환경에서 지연 가능 패킷의 발생 비율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다음 패킷 전송 시점 예측 방법의 학습 시간에 따른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수집된 전체 패킷 전송 요청들 중, 

지연 가능 패킷을 요청한 비율은 43%이다. 이는 응용 개발자나 

장치 사용자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지연 가능 패킷을 판별하는 기존 

기법들이 40% 미만의 비율을 보이는 것에 비해 크게 높은 값이다. 

F. Qian의 연구에서는 전체 패킷들 중 1.7%가 지연 가능 

패킷이었으며[49], J. Huang의 연구에서는 35.8%가 지연 가능 

패킷이었다[51]. 이는 본 연구의 지연 가능 패킷에 대한 정의와 

검출 방법이 훨씬 더 많은 전력 소모량 절감 기회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 학습 단계에 소모한 시간에 따른 다음 패킷 전송 요청 예측 

시점의 정확도는 2번 참여자의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사용해 

확인했다. 그 이유는 참여자들 중 가장 긴 시간 동안 프로파일링한 

데이터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 실험에서는 예측된 시점의 전후 

1초 사이에 실제로 패킷 전송 요청이 발생한 경우를 예측이 성공한 

것으로 정의했다. 그 이유는 패턴 검출 과정에서 연속적인 시간을 

표 7. 두 번째 실험 요약 

실험 

참여자 

번호 

프로파일링 

시간(h) 
모뎀의 전력 소모량(J) Δ ( ) 

(J) 

절감 

비율 
(%) 제안된 기법 적용 제안된 기법 미적용 

#1 97.6 30,718 35,007 4,289 12.3 
#2 159.4 13,340 15,508 2,168 14.0 
#3 7.9 4,463 5,070 607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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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 수준의 해상도로 변환하여 사용했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데이터의 앞부분 일부를 사용해 패턴을 검출하고 나머지를 예측 

시점의 정확도 평가에 사용했다. 표 8에 그 결과가 표시되어 있다. 

사전 학습에 사용한 시간이 20시간이 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을 

사용함에 따라 예측 정확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만 그 이후에는 

증가 폭이 급격히 둔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제안된 

기법을 실제로 적용할 때, 하루 단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면 

시간과 같이 사용자가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시점에 패턴 검출을 

수행하면 정확도 높은 패턴들을 검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험 3: 워크로드의 특성에 따른 전력 소모량 절감 효과 평가 

이 실험에서는 실제 스마트폰 응용들을 조합해 서로 다른 특성의 

워크로드들을 생성하였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워크로드는 정형화된 

표 9. 워크로드 별 정형화된 패턴에 속하는 패킷의 비율 

워크로드 비율(%) 워크로드 비율(%) 워크로드 비율(%) 워크로드 비율(%) 
1 0 6 5.33 11 20.19 16 40.53 
2 0.57 7 6.19 12 30.72 17 55.32 
3 1.35 8 11.23 13 33.89 18 78.00 
4 1.62 9 13.67 14 37.50 19 79.89 
5 2.02 10 17.68 15 38.68 20 87.17 

표 8. 2번 참여자 데이터의 사전 학습 단계 수행 시간에 따른 예측 정확도 

사전 학습 단계에  

사용한 시간(h) 
12 20 32 48 

예측 성공 비율(%) 61.4 74.9 78.2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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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워크로드 특성에 따른 제안된 기법의 전력 소모량 절감 효과. 

패턴(주기적 또는 기하 주기적 패턴)에 속하는 패킷의 발생 비율이 

서로 다르도록 작성되었다. 워크로드에 포함된 응용들은 실험 2에서 

실험 참가자들에 의해 실사용된 응용들이다. 실험에 사용된 

워크로드들의 특성은 표 9에 요약되어 있다. 워크로드에서 정형화된 

패턴에 속한 패킷의 비율이 최대 87.17%인 이유는, 워크로드 

생성에 사용된 응용들 중 해당 비율의 최대값이 87.17%이기 

때문이다. 

각각의 워크로드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된 기법의 적용 전후 

2시간 동안 모뎀이 소모하는 전력량을 계산하였다. 시뮬레이션에는 

표 6에 정리된 4세대 LTE 모뎀의 파라미터 값들을 사용하였다. 

조절 가능한 파라미터 와 는 앞의 두 실험들과 같은 값을 

사용했다. 실험 결과는 그림 24의 그래프에 표시되어 있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워크로드가 전송하는 패킷 중 정형화된 패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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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 패킷의 비율이고, 세로축은 제안된 기법의 적용을 통해 

절감되는 모뎀 전력 소모량의 비율이다. 그래프에서 주기적 또는 

기하 주기적 패턴에 속하는 패킷의 비율이 약 5%가 될 때까지는 

해당 비율의 증가에 따라 전력 절감 효과도 급격히 증가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서서히 증가하여 약 12%의 전력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제안된 기법이 다양한 

워크로드에서 안정적인 전력 소모량 절감 효과를 달성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정교한 방법을 통해 주기적 또는 기하 

주기적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실험 4: 제안된 기법의 적용으로 인한 오버헤드 측정 

이 실험에서 사용된 워크로드와 조절 가능한 파라미터들의 값은 

첫 번째 실험과 같다. 먼저 사전 학습 단계의 전력 오버헤드는 패킷 

데이터 기록기가 동작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20분간 모바일 장치가 

소모하는 전력량을 비교하여 측정했다. 여기서도 첫 번째 실험과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컴포넌트들의 동작 상태를 고정했다. 측정 결과, 

패킷 데이터 기록기가 동작하지 않을 때에는 182.4mWh가 

소모되었고, 동작할 때에는 189.3mWh가 소모되었다. 따라서 패킷 

데이터 기록기의 수행으로 인한 사전 학습 단계의 전력 오버헤드는 

3.8%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적용 단계의 성능 오버헤드는 네트워크 관련 시스템 콜의 

호출 전후에 시각을 측정하고, 그 둘 사이의 시간 간격을 사용해서 

평가했다. 마찬가지로 20분간 워크로드를 수행하면서, 제안된 

기법이 적용되었을 때와 아닐 때의 차이를 측정했다. 제안된 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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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기 전에는 총 1.97초가 측정되었고, 적용 후에는 1.99초가 

측정되었다. 이 결과는 모바일 장치의 혹독한 사용 시나리오에서도 

제안된 기법으로 인한 성능 오버헤드가 1.0%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 4 절 분석적 평가 

본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선별적 패킷 전송 지연 기법의 

전력 소모량 절감 특성(property)을 수학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모바일 장치에서 발생 가능한 임의의 패킷 시퀀스 에 대해 선별적 패킷 

전송 지연 기법이 항상 ∆ ( ) ≥ 0를 만족하는 것을 보인다. 증명을 위해, 

먼저 기본 패킷 시퀀스(basic packet sequence)를 정의한다. 기본 패킷 

시퀀스 는, 어떤 지연 불가능한(non-deferrable) 패킷 부터 그 

다음 지연 불가능한 패킷 전까지 연속되는 패킷들의 시퀀스 

〈 , , … , 〉로 정의된다. 그러면 다음의 lemma가 성립한다. 

 

LEMMA 1: 임의의 기본 패킷 시퀀스 에 대해 선별적 패킷 전송 

지연 기법이 항상 ∆ ( ) ≥ 0를 만족한다. 

 

PROOF: 를 구성하는 패킷의 개수를 ( ) 라고 하자. 증명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우선, ( ) = 1 인 경우와 ( ) = 2 인 

경우에 대해 각각 lemma 1이 성립함을 증명한다. 다음으로 ( ) ≥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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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 ( ) ≥ ∆ ( ) 와 ( ) > ( ) 를 만족하는 기본 패킷 시퀀스 

가 존재함을 보인다. 이를 ( ) < 3 이 될 때까지 반복하면 ( ) ≥
3인 경우에도 lemma 1이 성립함이 증명된다. 

먼저, ( ) = 1인 경우, 선별적 패킷 전송 지연 기법의 적용 전후 

패킷 전송 시점은 변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 ( ) = 0 임은 자명하다. 

다음으로, ( ) = 2인 경우 ∆ ( ) ≥ 0가 성립함을 보인다. 의 두 

패킷을 순서대로 , , 그 다음 패킷을 라고 하자. 이 중, 지연 

가능 패킷은  하나다. 따라서 ∆ ( )는 세 패킷 , , 에 

대해 계산한 전력량 이득 추정치(estimated energy gain)와 동일하며, 

선별적 패킷 전송 지연 기법은 전력량 이득 추정치가 0 이상이 되도록 

의 시점을 결정하므로 ∆ ( ) ≥ 0 이다. 

마지막으로, ( ) ≥ 3 인 경우 ∆ ( ) ≥ 0 가 성립함을 증명한다. 

이를 위해 먼저 ∆ ( ) ≥ ∆ ( ) 이고 ( ) > ( ) 를 만족하는 기본 

패킷 시퀀스 가 존재함을 보인다. = 〈 , , … , 〉라고 하자. 

가장 먼저 요청된 세 패킷의 요청 시각 , , 에 따라 

4.3절에서와 같이 9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가 존재함을 

보인다. 증명의 편의를 위해 세 패킷 , , 에 대해 계산된 

전력량 이득 추정치를 으로 명명한다. 

 

유형 1: ≤ + 이고, ≤ + 인 경우 

항상 ≥ 0 이므로 선별적 패킷 전송 지연 기법은 을 지연 

전송한다. 에서 을 제외한 시퀀스를 =
〈 , , , … , 〉 라고 하면, ∆ ( ) = + ∆ (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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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 ) ≥ ∆ ( )와 ( ) > ( )가 성립한다. 

유형 2: ≤ + 이고, + < ≤ + 인 경우 

< 0 이면, 선별적 패킷 전송 지연 기법은 을 요청 즉시 

전송한다. 따라서 을 지연 불가능한 패킷으로 간주할 수 있다. 

에서 를 제외한 시퀀스를 = 〈 , , … , 〉라고 하면, 

∆ ( ) = ∆ ( )와 ( ) > ( )이 성립한다. 

≥ 0 이면, 선별적 패킷 전송 지연 기법은 을 지연 

전송한다. 에서 을 제외한 시퀀스를 =
〈 , , , … , 〉 라고 하면, ∆ ( ) = + ∆ ( )  이므로 

∆ ( ) ≥ ∆ ( )와 ( ) > ( )가 성립한다. 

유형 3: ≤ + 이고, + < ≤ 인 경우 

유형 1과 동일하게 ∆ ( ) ≥ ∆ ( )와 ( ) > ( )를 만족하는 

을 찾을 수 있다. 

유형 4: ≤ +  이고, < ≤ + 인 경우 

< 0 이면, 유형 2의 < 0 인 경우와 동일하게 ∆ ( ) =
∆ ( )와 ( ) > ( )를 만족하는 을 찾을 수 있다. 

≥ 0 이면, 선별적 패킷 전송 지연 기법은 을 지연해 

에 전송한다. 패킷 을 에 요청된 지연 불가능한 

패킷이라고 하자. 그러면 기본 패킷 시퀀스 =
〈 , , , … , 〉 에 대해 ∆ ( ) = + ∆ ( ) 를 

만족한다. 따라서 는 ∆ ( ) ≥ ∆ ( ) 와 ( ) > ( ) 를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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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5: ≤ +  이고, + < 인 경우 

유형 2의 < 0 인 경우와 동일하게 ∆ ( ) = ∆ ( ) 와 

( ) > ( )를 만족하는 을 찾을 수 있다. 

유형 6: > +  이고, ≤ + 인 경우 

유형 1과 동일하게 ∆ ( ) ≥ ∆ ( )와 ( ) > ( )를 만족하는 

을 찾을 수 있다. 

유형 7: > +  이고, + < ≤ 인 경우 

유형 1과 동일하게 ∆ ( ) ≥ ∆ ( )와 ( ) > ( )를 만족하는 

을 찾을 수 있다. 

유형 8: > +  이고, < ≤ + 인 경우 

유형 4의 ≥ 0 인 경우와 동일하게 ∆ ( ) ≥ ∆ ( ) 와 

( ) > ( )를 만족하는 을 찾을 수 있다. 

유형 9: > +  이고, + < 인 경우 

유형 2의 < 0 인 경우와 동일하게 ∆ ( ) = ∆ ( ) 와 

( ) > ( )를 만족하는 을 찾을 수 있다. 

 

이를 ( ) = 2 가 될 때까지 반복하면, 최종적으로 ( ) ≥ 3 인 

경우에도 ∆ ( ) ≥ 0이 성립한다. 

따라서 LEMMA 1은 참이다.                                    □ 

이제 LEMMA 1을 이용해 제안된 기법의 전력 소모량 절감 특성인 

아래의 theorem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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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EM 1: 임의의 패킷 시퀀스 에 대해 선별적 패킷 전송 지연 

기법이 항상 ∆ ( ) ≥ 0를 만족한다. 

 

PROOF: 임의의 패킷 시퀀스 = 〈 , , … , 〉 를 서브 시퀀스로 

가지는 패킷 시퀀스 = 〈 , , , … , , 〉 을 생각하자. 이때, 패킷 

와 은 지연 불가능한 패킷이고, 각각의 요청 시각 와 은 

< − 과 > + 을 만족한다. 그러면 선별적 패킷 전송 

지연 기법의 적용과 상관없이 와 에 의한 tail 시간은 다른 어떤 

패킷에 의한 tail 시간과도 중첩되지 않으므로 ∆ ( ) = ∆ ( ) 이 

성립한다. 

에 포함된 지연 불가능한 패킷이 개 일 때, 은 개의 기본 패킷 

시퀀스들의 연속이다. 이들을 순서대로 , , ..., 라고 하면, 

∆ ( ) = ∆ + ∆ + ⋯ + ∆ 이 성립하는 것은 자명하다. 

LEMMA 1에 의해 우변의 각 항들은 모두 0 이상이므로, ∆ ( ) ≥ 0 이 

성립한다. 따라서 THEOREM 1이 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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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본 논문은 패킷의 전송을 지연하는 기존 모뎀 전력 소모량 절감 

기법들의 문제를 극복하고 실제적 효용성을 가지는 새로운 기법인 

선별적 패킷 전송 지연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기법은 모바일 

장치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패킷 시퀀스에 대한 모뎀의 무선 자원 제어 

상태와 비연속적 수신 상태의 변화를 고려하여 전력 소모량을 줄인다. 이 

기법은 세 개의 핵심 컴포넌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지연 가능 

패킷 판별기, 패턴 기반 다음 패킷 예측기, 패킷 전송 시점 결정기이다. 

패킷 전송 요청이 발생하면 먼저 지연 가능 패킷 판별기가 해당 패킷의 

전송을 지연 가능한지 판단한다. 지연 가능 패킷에 대해서는 패킷 전송 

시점 결정기가 전송 지연 시 예상되는 전력 이득을 계산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패킷 전송 지연에 따른 전력량 이득 추산 모델을 

제안했다. 이 모델은 모바일 장치의 다음 패킷 전송 요청 발생 시점을 

사용해 현재 패킷을 전송하는데 소모되는 전력량을 추산한다. 다음 패킷 

전송 요청의 발생 시점은 패턴 기반 다음 패킷 예측기에 의해 제공된다. 

패킷 전송 시점 결정기는 계산된 전력 이득을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패킷의 전송 시점을 결정한다. 

선별적 패킷 전송 기법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상용 네트워크망에 연결된 스마트폰에 제안된 기법을 구현하고 다양한 

실험을 수행했다. 실험 결과, 제안된 기법을 적용한 경우 4세대 LTE 

모뎀의 전력 소모량이 기존의 모뎀에 비해 22.5% 까지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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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통해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첫째, 더욱 정교한 다음 패킷 예측을 위해 패킷 전송 요청의 패턴을 

다양화하고 이들을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연구이다. 여기에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기법들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 연구들이 필요하다. 

먼저 다음 패킷 예측을 위한 기계 학습 모델을 개발하고, 예측 정확도의 

향상을 위한 최적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모바일 장치의 제한된 

하드웨어 성능만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계 학습 기법의 경량화 연구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해싱(hashing)과 같은 고효율의 경량화 기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모바일 장치가 수신하는 패킷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패턴을 더욱 정교하게 검출하는 연구이다. 실제로 응용이 

외부의 서버와 통신할 때, 수신한 패킷에 담겨있는 내용에 따라 이어지는 

동작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수신된 패킷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분석하면 응용의 다음 패킷 전송을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패킷을 실제로 송수신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반영하여 모뎀의 

상태를 정확하게 에뮬레이션하는 연구가 필요한다. 일반적으로 단일 

패킷의 전송은 짧은 시간에 완료되지만, 가끔 이동 통신망의 문제로 오래 

걸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무선 신호의 약화나 망의 혼잡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 경우, 모뎀의 장치 드라이버로 패킷이 넘어간 

시점으로는 모뎀의 상태를 정확히 에뮬레이션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커널 계층에서 모뎀의 상태를 정확히 에뮬레이션하는 기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넷째, 최근 새롭게 부각되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아키텍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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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서버 측 패킷 전송을 최적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5세대 통신 

표준에서 지원할 예정인 Mobile Edge Computing(MEC)의 아키텍처나 

이와 유사한 아키텍처를 가지는 Cloud Edge Computing(CEC)은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기법을 확장하여 기지국에서 모바일 장치로 전달되는 패킷을 

지연하고, 이를 통해 기지국과 모바일 장치 양쪽의 전력 소모량을 모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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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ducing Energy Consumption of a Modem 
via Selective Packet Transmission De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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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of great importance to reduce the energy consumed by a modem in order to 
prolong the operating time of a battery-powered mobile device such as a 
smartphone and tablet. Most energy-saving mechanisms for modems rely on a 
packet transmission delaying technique where the mobile device attempts to reduce 
the energy consumption of the modem by delaying the transmissions of 
delay-tolerant packets and piggybacking them onto later packets. The key 
observation behind this technique is that the modem consumes much less energy 
while transmitting multiple packets within short time interval than transmitting 
them over a long period of time. Existing research efforts aim at effectively 
applying the packet transmission delaying technique in various operating 
environment of mobile devices. However, incautious packet transmission delaying 
may lead to unanticipated energy loss at the modem since the exact radio resource 
control state of the modem is not considered. This problem seriously hinder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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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 use of the energy-saving mechanisms. 
In order to address this problem, this thesis proposes a new mechanism that 

selectively delays packet transmissions only if such delays are expected to achieve 
energy savings. In doing so, it makes an estimated energy gain model that captures 
the energy consumption of the modem for transmitting a current packet by 
considering the exact state of the modem. The proposed mechanism consists of 
three key components: (1) deferrable packet identifier, (2) pattern-based next 
packet predictor and (3) packet transmission time designator. The first component 
checks to see if the requested packet is deferrable. Specifically, it figures out 
packets whose transmission time is not perceptible by the user of the mobile device 
as deferrable packets. The second component predicts the occurrence time of the 
next packet transmission request in the mobile device. Its operation is composed of 
two phases. In offline learning phase, it first monitors the packet transmissions of 
running applications. It then trains the patterns of packet transmission requests of 
those applications. In online application phase, it predicts the next packet 
transmission request time of the mobile device using the patterns. The last 
component computes the energy savings that can be achieved by delaying the 
transmission of the currently requested packet. In doing so, it uses the estimated 
energy gain model. Finally, it determines the transmission time of the packet to 
achieve energy savings. 

In order to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we have implemented all three 
components into Android 4.4 KitKat running on a Google Nexus 5 smartphone 
using the 4G LTE network of Korea Telecom. We then performed extensive 
experiments and evaluate the energy savings of the proposed mechanism compared 
to a legacy 4G LTE modem. Our experiments show that the proposed mechanism 
reduces the energy consumption of an 4G LTE modem by up to 22.5%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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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ed to that of a legacy 4G LTE modem while incurring negligible overhead. 
This result shows that the selective packet transmission delaying mechanism using 
the estimated energy gain model is a practical and effective solution for reducing 
energy consumption of a modem. 
 
 
 
 
 
 
 
 
 
 
 
 
 
 
 
 
 
 
 
Keywords : Smartphone modem, packet transmission delaying, tail time 

optimization, radio resource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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