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抄   錄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응용이 늘어남에 따라서 모뎀에서 소

모하는 전력의 양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기적으로 소량의 패킷을 전송하는 

응용들은 그 데이터 양에 비해 많은 양의 전력을 모뎀의 Tail 시간 동안 낭비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량의 패킷 전송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뎀

의 Tail 시간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표적인 기법으로 패킷 피기배킹이 

있다. 하지만, 이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소량의 패킷을 전송하

는 응용을 구분하고, 각각의 응용에서 전송하는 패킷이 피기배킹이 가능한지 판

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IP 계층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기배킹을 수행하는 기법을 제안

한다. 이 기법은 주기적으로 소량의 패킷을 전송하는 것으로 알려진 응용에 대

해서, 각 응용이 모뎀을 사용하는 정보를 IP 계층에서 검출하여, 패킷 전송의 

주기성을 찾는다. 이를 통해 응용 별로 사용하는 IP 정보와 주기 정보를 가지고 

피기배킹하여 Tail 시간이 발생하는 횟수를 줄임으로써 모뎀의 전력 소모를 감

소시킨다. 여기서는 제안하는 기법을 안드로이드 KitKat가 탑재된 Nexus 5 단

말에 구현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된 기법을 통해서 평균적으로 약 7.27%의 모

뎀 전력 소모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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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폰 응용이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폰의 모뎀에

서 소모하는 전력량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하드웨어들의 전

력 소모량을 측정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는 환경에서 모

뎀이 소모하는 전력은 전체 스마트폰의 소모 전력량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

로 전력 소모가 많다 [1]. 사용자 측면에서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은 스마트폰 

제조 회사의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 될 만큼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스마트폰 

모뎀의 전력 소모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사용

되고 있는 네트워크 표준은 4G LTE 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4G LTE 에서는 사용자의 단말(UE)와 UMTS 무선 접속 망(EUTRAN) 사

이의 컨트럴 신호 교환과 네트워크 자원의 효과적인 배분 및 사용을 위해서 

RRC(Radio Resource Control)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2]. RRC 프로토콜 스택

은 스마트폰 단말의 전력 소모 절감을 위해서 RRC 상태 기계를 가지고 있다. 

RRC 상태 기계는 사용자의 스마트폰 단말이 데이터 통신을 하는 경우 전력 소

모가 높은 상태로 이동하고, 데이터 통신이 없는 경우 전력 소모가 낮은 상태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 단말이 네트워크 망에 재 연결이 필

요한 경우 다시 신호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낭비되는 시간을 막기 위해서 일정 

시간 동안 전력이 높은 상태를 유지시켜 주게 된다. 이 유지 시간을 Tail 시간

이라고 한다. 

하지만, Tail 시간을 유지하는 동안 이어지는 데이터 통신이 없는 경우에도, 

RRC 상태 기계는 전력 소모가 큰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전력 낭비가 일어나

게 된다 [3]. 특히, 주기적으로 소량의 패킷을 전송하게 되는 경우 주고받는 데

이터 양에 비해서 Tail 시간을 통해서 낭비되는 전력이 더 많게 된다 [4]. 

그 동안 앞서 언급한 주기적인 패킷 전송으로 일어나는 전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3], [5], [6], [7], [8]. 대표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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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가 바로 패킷 피기배킹이다. 패킷 피기배킹이란 전체 시스템의 동작 특

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패킷들을 구분하고, 이들의 전송을 지연시켜 이후

에 전송되는 패킷과 함께 보내는 기법이다. 이를 이용하면 스마트폰 모뎀의 총 

Tail 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마

트폰의 응용에 대해서 소량의 주기적인 패킷을 전송하는 응용을 구분하고, 선정

된 응용이 전송하는 패킷이 피기배킹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왜

냐하면, 주기적으로 패킷을 전송하지 않거나, 주기적이라도 피기배킹을 할 수 

없는 중요한 패킷을 전송하는 응용의 경우, 피기배킹을 적용하였을 때 응용의 

동작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전력 소모 감소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

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의 응용 별로 소량의 주기적인 패킷을 전송하는 응용

을 구분하고, 해당하는 응용의 패킷이 피기배킹이 가능한지, 응용의 특성과 패

킷의 주기성을 통해서 판단하여 패킷 피기배킹을 적용한다. 먼저 구글의 앱스토

어에 올라와 있는 응용에 대해서 소량의 패킷 전송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뉴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게임,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의 카테고리로 분류

한다. 해당하는 각각의 응용 대해서 시험 수행을 통해서 응용의 네트워크 사용 

정보를 추출한다.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각각의 응용이 발생시키는 패킷의 주

기성을 파악하고, 미룰 수 있는 패킷들을 정하며, 이를 런타임에 적용하여 패킷

을 피기배킹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기법을 안드로이드 Kitkat이 탑재된 Nexus 5 스마트

폰에 구현하고 실험을 통해서 전력 소모를 감소시켰다. 실험 결과 평균적으로 

7.27% 정도의 전력 감소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최대로 전력이 감소된 

응용의 경우 20.5% 정도의 전력 절감 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논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배경 지

식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모뎀의 전력 소모를 절감시키기 위한 기존의 연구들

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해결하려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5장에서는 본 논문이 사용한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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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고, 6장에서는 이 방법을 스마트폰에 적용한 실험 결과를 설명한다. 끝으

로 7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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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경지식 

 

본 장에서는 논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리눅스의 네트워크 자원 관리 메커니

즘과 4G LTE 네트워크 카드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한다. 4G LTE 네트워크 카

드의 특성은 구성 요소 및 상태 기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응용 특성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전력 소모 현상에 대해서 설명한다. 

 

2.1 리눅스의 네트워크 자원 관리 메커니즘 

 

리눅스의 네트워크 계층는 그림 1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각 

NIC(Network Interface Card) 별로 Device Driver가 있고, 그 상위에 NIC에

는 독립적인 Device Independent Routine 이 있다. Device Independent 

Routine을 공통 부분으로 하여, 그 상위에는 네트워크 프로토콜 계층인 IP 계

층이 있으며, 그 위에는 Transport 계층인 TCP, UDP 계층이 있다. 계속해서 

INET Socket 계층이 존재하며, 그것을 기반으로 BSD Socket 계층이 올라가 

있다. BSD 소켓 계층을 통해서 응용 프로세스들과 커널 내의 네트워킹 코드 간

의 송, 수신 제어를 하며, 이는 시스템 콜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 

데이터 송신의 경우 그림 1의 실선을 따라서 이루어지게 된다. 응용 프로세

스가 시스템 콜을 통해서 데이터의 송신을 요청하면,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를 

TCP, UDP/IP 계층을 거치면서 Socket 구조체에 담는다. 그리고 Device 

Independent Routine에서 보내고자 하는 Device에 맞는 Output 함수를 호출

하여 준다. 이후 Q Discipline(Queuing Discipline)에 따라서 Device Driver를 

통해서 데이터가 전송되게 된다. 

데이터 수신이 있게 되면 NIC가 인터럽트를 발생시킨다. 그러면 디바이스 드

라이버에서 NIC로부터 온 데이터를 받아 Socket 버퍼에 담아 두고 Device 

Independent Routine에 있는 수신 함수를 호출한다. 이 함수에서는 Socket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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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의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상위 계층의 수신 함수를 호출하며, 응용 프로세스

는 BSD Socket 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신 받게 된다. 

 

그림 1. 리눅스 네트워크 레이어 구조 

 

2.2 4G LTE 네트워크 카드의 특성 

 

4G LTE 네트워크 표준에서는 네트워크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사용하

기 위해서 RRC(Radio Resource Control)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RRC 프로토

콜 스택은 사용자 단말의 전력 소모 절감을 위해서 개발된 RRC 상태 기계를 

포함한다. 

 

2.2.1 구성 요소 및 상태 기계 

 

4G 네트워크 표준에서 RRC 상태 기계는 기본적으로 DRX, Long DRX, 

Short DRX, CRX의 4가지 상태를 가진다. 그림 2은 RRC 상태 기계의 상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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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각각의 상태에서 대역폭 및 전력 소모 특성을 나타낸다. 

 

그림 2. 4G LTE RRC 상태 기계와 각 상태 별 동작 특성 

CRX 상태는 무선 채널을 점유하고 일반적인 통신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상

태로 높은 대역폭을 지원하지만 그만큼 전력 소모도 크다. Short DRX 상태는 

무선 채널을 점유하고는 있지만 중간 정도의 대역폭만 지원하는 상태로 전력 

소모는 여전히 높다. Long DRX 상태는 무선 채널을 점유하고 낮은 대역폭을 

지원하는 상태로 중간 정도의 전력 소모를 가진다. DRX (Idle DRX) 상태는 무

선 채널을 해제하고 통신을 하지 않는 상태로 모뎀의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RRC 상태 기계의 상태 변화는 다음과 같이 발생한다.  

y DRX (Idle DRX) 상태에서 데이터 통신이 일어나면 CRX 상태로 이동한다. 

y CRX 상태에서 타이머로 지정된 시간 𝑇𝑇𝐶𝐶𝐶𝐶𝐶𝐶→𝑆𝑆ℎ𝑜𝑜𝑜𝑜𝑜𝑜 𝐷𝐷𝐶𝐶𝐶𝐶 동안 통신이 발생하지 

않으면 Short DRX 상태로 이동하여 추가적으로 있을 지 모르는 데이터 전

송을 기다린다. 반면에, 추가적인 데이터 전송이 발생하면 CRX 상태로 다

시 이동하고 타이머를 다시 설정한다. 

y Short DRX 상태에서 타이머로 지정된 시간 𝑇𝑇𝑆𝑆ℎ𝑜𝑜𝑜𝑜𝑜𝑜 𝐷𝐷𝐶𝐶𝐶𝐶→𝐿𝐿𝑜𝑜𝐿𝐿𝐿𝐿 𝐷𝐷𝐶𝐶𝐶𝐶 동안 통신이 

발생하지 않으면 Long DRX 상태로 이동한다. 반면에, 추가적인 데이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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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발생하는 경우 CRX 상태로 다시 이동하고 타이머를 다시 설정한다. 

y Long DRX 상태에서 타이머로 지정된 시간 𝑇𝑇𝐿𝐿𝑜𝑜𝐿𝐿𝐿𝐿 𝐷𝐷𝐶𝐶𝐶𝐶→𝐷𝐷𝐶𝐶𝐶𝐶 동안 통신이 발생

하지 않으면 DRX (Idle DRX) 상태로 이동한다. 

각 상태 별로 타이머로 지정된 시간의 경우 통신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2.2.2 응용 특성에 따른 비효율적 전력 소모 현상 

  

모뎀이 DRX (Idle DRX) 상태에서 CRX 상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는 기지국

과 30개 정도의 신호 교환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1~2초 정도의 시간이 지연

된다 [6]. CRX 상태에서 데이터의 전송이 완료되고 나서 바로 DRX (Idle DRX) 

상태로의 전이가 일어난다면, 이어지는 통신이 있는 경우 다시 CRX 상태로 가

기 위해서 신호 교환으로 인한 지연 시간이 발생하게 된다. 2.2.1에서 언급한 

타이머인 𝑇𝑇𝐶𝐶𝐶𝐶𝐶𝐶→𝑆𝑆ℎ𝑜𝑜𝑜𝑜𝑜𝑜 𝐷𝐷𝐶𝐶𝐶𝐶 , 𝑇𝑇𝑆𝑆ℎ𝑜𝑜𝑜𝑜𝑜𝑜 𝐷𝐷𝐶𝐶𝐶𝐶→𝐿𝐿𝑜𝑜𝐿𝐿𝐿𝐿 𝐷𝐷𝐶𝐶𝐶𝐶 , 그리고 𝑇𝑇𝐿𝐿𝑜𝑜𝐿𝐿𝐿𝐿 𝐷𝐷𝐶𝐶𝐶𝐶→𝐷𝐷𝐶𝐶𝐶𝐶는 DRX (Idle 

DRX) 상태로의 변화를 지연함으로써 신호 교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지연 시

간 없이 이어지는 통신이 바로 일어나도록 해 준다. 이러한 타이머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지연 시간을 Tail 시간이라 부른다. 그림 3는 데이터 통신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Tail 시간과 그 동안의 모뎀의 소모 전력량을 도식적으로 보여준

다. 이러한 Tail 시간의 전력 소모 패턴을 스마트폰에서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

서, 안드로이드 KitKat이 탑재된 Nexus 5 단말에 지정된 서버로 패킷을 하나 

보내는 응용을 만들고 Monsoon Solutions사의 Power Monitor를 통해서 전력

을 측정한 결과는 그림 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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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데이터 통신에 의한 모뎀의 전력 소모와 Tail 시간 

 

그림 4. 단말에서 데이터 통신에 의한 모뎀의 전력소모와 Tail 시간 

그러나, Tail 시간에서 이어지는 데이터 통신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모뎀이 

높은 전력을 소모하는 상태가 유지되므로 많은 양의 전력 낭비가 초래된다. 앞

서 전력 소모 패턴을 알아보기 위해서 패킷 하나만 보내는 응용을 사용한 경우 

보내는 데이터 양에 비해서 모뎀이 켜져 있게 되는 Tail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

다. 따라서, 소량의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전송하는 응용이 다수 있는 경우, 보

내야 하는 데이터 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Tail 시간이 길어서 전력 낭비의 주

요 원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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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관련연구 

 

본 장에서는 Tail 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뎀의 전력 소모를 감소시키기 

위한 기존 연구들에 대해서 설명한다. 기존 연구는 크게 총 Tail 시간의 발생 

횟수를 줄이는 연구와 개별 Tail 시간 자체를 줄이는 연구 두 가지로 나뉜다. 

 

3.1 총 Tail 시간의 발생 횟수를 줄이는 연구 

 

총 Tail 시간의 발생 횟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패킷들을 프리패치하거나 

지연시키기는 등의 네트워크 통신량을 제어하는 Traffic Shaping 기법이 주로 

사용된다. 대표적인 것이 패킷 피기배킹 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들이다. 패

킷 피기배킹이란 지연시켜도 시스템에 동작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패킷들을 구분하여, 이들의 전송을 일정 시간 동안 지연시켜 이후에 전송되는 

패킷과 함께 보내는 기법이다. 그림 5는 패킷 피기배킹 기법이 어떻게 Tail 시

간의 발생 횟수를 줄여서 전력을 절감시키게 되는 지를 보여준다. 그림 5의 왼

쪽과 같이 독립적인 두 번의 패킷 전송이 발생하게 되면, 각각의 전송이 독립적

인 두 번의 Tail 시간을 발생시킨다. 하지만, 패킷 피기배킹 기법을 적용하여 

앞의 패킷을 지연시키고 뒤의 전송에 같이 보내준다면, Tail 시간의 발생 횟수

가 줄어들어 전력 소모가 절반 정도 감소하게 된다. 

이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연이 가능한 패킷을 구분하

는 것이다. F. Qian [5]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패킷의 전송이 시스템의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주기성이 있는 패킷을 지연하는 방

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로 스마트폰

에서 동작하는 다양한 응용 별로 패킷을 보내는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주기

성을 찾는다고 하여도 패킷 피기배킹이 가능한지 알기가 어렵다. 둘째로, 주기

성을 찾기 위해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의 복잡도가 𝑂𝑂(𝑁𝑁2)이기 때문에, 이를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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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폰의 제한된 리소스를 통해서 매 번 실행하기가 어렵다. 

 

그림 5. 패킷 피기배킹을 통한 전력 소모 감소 

 

3.2 개별 Tail 시간 자체를 줄이는 연구 

 

RRC 상태 기계는 Tail 시간 후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모뎀을 강제로 

최소 전력 소모 상태로 변화시킨다. 모뎀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데

이터 통신이 없어도 전력이 높은 상태가 유지되어 전력이 낭비되므로 이 연구

는 전력을 높은 상태로 유지시키는 시간 자체를 줄이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Fast Dormancy 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들이 대표적이다. Fast 

Dormancy는 한 번의 데이터 패킷 전송 후, 상당 기간 동안 이어지는 패킷의 

전송이 없다고 예상이 되면 모뎀의 상태를 강제로 DRX (Idle DRX)로 변경시켜 

주는 기법이다. 이 기법을 적용하면,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Tail 시간에 머

무르는 시간이 줄어들어 전체 Tail 시간에 대해서 Fast Dormancy가 되어 줄어

든 Tail 시간 비율만큼의 전력이 감소한다. 

이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의 데이터 패킷 전송 이

후 이어지는 데이터 전송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Y. Kim 

[7]은 네트워크와 관련된 시스템 콜 이후에 커널 함수의 콜 스택으로부터 함수

의 호출 패턴을 관찰하여 다음 통신이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록하고, 

기록된 시간을 바탕으로 이어지는 통신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여 Fast 

Dormancy를 적용하였다. 하지만, Fast Dormancy는 이어지는 통신이 있는 데

에도 불구하고 적용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 

모뎀이 통신을 하기 위해 CRX 상태로 가는 횟수가 증가하고, 단말과 기지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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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호 교환 증가로 이어져서 통신망의 부하를 증가시키게 된다. 이러한 근본

적인 문제로 인해, 4G LTE 네트워크 표준에서는 해당 기법을 지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총 Tail 시간이 발생하는 횟수를 줄이는 방법인 패킷 피

기배킹 기법을 사용한다. 

 

그림 6. Fast Dormancy를 통한 전력 소모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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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문제 정의 및 해결방안 개관 

 

패킷 피기배킹 기법을 사용하는 기존 연구들의 경우 3G 네트워크 표준을 기

반으로 개발 되었으나, 4G LTE 네트워크 표준에서도 3G 네트워크 표준과 마

찬가지로 RRC 상태 기계를 가지므로 적용이 가능하다 [2]. 3.1절에서 언급하

였듯이 이 기법을 적용하여 스마트폰 모뎀의 전력 소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응용 별로 지연이 가능한 주기적인 패킷이 있는지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서 응용 기반 피기배킹 기법을 제안한다. 첫째로, 제

안하는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응용들을 주기적인 패

킷을 발생시킬 것으로 생각되는 뉴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게임, 그리고 스

트리밍 서비스의 네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한다. 그리고 각각에 속하는 대표적인 

응용들을 선정하여, 응용이 패킷을 전송할 때의 IP 계층의 정보를 기록하고 추

출한다. 이 정보를 통해서 주기적인 패킷 전송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이를 

토대로 응용 별로 보내는 패킷에 대해 피기배킹을 적용하여 스마트폰 모뎀의 

전력 소모를 감소시키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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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응용 기반 패킷 피기배킹 기법 

 

본 장에서는 응용 기반 패킷 피기배킹 기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제안하는 기법의 전체 구조는 그림 7 과 같이 (1) 모니터, (2) 패턴 검출기, (3) 

정책 적용기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모니터를 통해서 응용의 네트워크 사용 정

보를 추출하게 되고, 패턴 검출기를 통해서 모니터가 추출한 응용의 네트워크 

사용 정보에서 응용 별로 주기성을 가지는 패킷 전송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마

지막으로, 정책 적용기를 통해서 주기성을 가지는 패킷에 대해 피기배킹을 하여 

다음에 발생하는 패킷과 같이 전송해 준다. 본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각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림 7. 응용 기반 패킷 피기배킹 기법 구조도 

 

5.1 모니터 

 

모니터는 응용의 네트워크 사용 정보를 관찰한다. 개별적인 패킷 전송에 대해

서 모니터가 추출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IP: Port, Data, timestamp } . IP: Port

는 패킷의 Destination IP 주소와 Port 이다. Data  는 패킷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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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tamp는 패킷의 전송 요청이 일어나는 시간을 의미한다. 

모니터에서 기록하는 정보는 응용이 어떠한 경로로 패킷을 전송하는지에 관

계 없이 모든 패킷을 기록해야 한다. D. Park [8]은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응

용이 네트워크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은 4가지로 분류하였으며, 4가지 방법 모

두 네트워크 시스템 콜을 사용한다는 것을 찾아내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응용이 패킷을 송신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시스템 콜이 불리는 순간의 IP 계층

에서 네트워크 사용 정보를 파일에 저장해 두며, 추후에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추출할 수 있도록 한다. 

 

5.2 패턴 검출기 

 

패턴 검출기는 모니터를 통해서 수집된 { IP: Port, Data, timestamp } 정보를 가

지고 응용 별로 네트워크 사용에 주기성을 가지는지 판단한다. 본 논문에서는 

F. Qian [5]이 제안한 주기성 검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개별 응용의 네트워크 

사용의 주기성을 검출한다. 

패턴 검출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응용의 네트워크 사용 주기성을 판단한

다. 모니터에서 추출한 IP 계층의 네트워크 사용 정보를 읽어, 동일한 

{ IP: Port, Data, timestamp }쌍을 가지는 응용의 네트워크 사용 별로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슬롯의 개수 𝑚𝑚𝑚𝑚𝑚𝑚 _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을 찾아낸다. 이 때 사용되는 타임 슬롯의 길이

는 ω이다. 𝑚𝑚𝑚𝑚𝑚𝑚 _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과 ω를 가지고 타임 슬롯 테이블을 생성하고, 송신된 패킷

에 대해서 각각 해당하는 타임 슬롯에 표시한다. 마지막으로 타임 슬롯 테이블

을 검색하며 동일한 IP: Port에 대해서 전송 간격이 최소 γ인 패킷이 θ번 이상 

발생하는지를 검사하여 주기성을 검출한다. 

앞서 제시한 알고리즘은 세 가지 매개변수를 포함한다. 타임 슬롯의 길이 ω

와 주기성을 판단하기 위한 최소 반복 횟수 θ, 그리고 주기성을 가지는 패킷 

사이의 최소 전송 간격 γ가 바로 그것이다. 첫째로, ω가 클수록 잡음에 대해

서 영향이 적어지지만, 검출된 주기성의 정확도는 떨어지게 된다. 반면에, 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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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다면 잡음에 대해서 영향이 있는 만큼 주기성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F. Qian [5]이 제시한 값인 ω = 750ms로 사용한다. 둘

째로, θ를 증가시킬수록 주기성을 검출하는 것이 정확해진다. 그러나, F. Qian 

[5]에 따르면 θ의 값이 4보다 커지게 되는 경우, 주기성을 검출하는 데에 뚜

렷한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θ의 값을 4로 사용한다. 셋째로, F. 

Qian [5]이 제시한 실험에 따르면 γ의 값을 변화시키는 것과 주기성을 검출하

는 것은 큰 관계가 없다. 이에 따라, γ의 값을 10s으로 사용한다. 

 

5.3 정책 적용기 

 

정책 적용기는 패턴 검출기를 통해서 검출된 주기적인 패킷을 이어서 발생하

는 동일한 패킷에 피기배킹한다. 본 논문에서는 IP: Port정보를 가지고 런타임에 

피기배킹을 적용하기 위해서, 기존의 TX 큐 외에 IP: Port  테이블과 피기백 큐

의 두 가지 자료구조를 추가하였다. TX 큐는 네트워크 디바이스로 전송될 패킷

을 저장하는 자료구조 이다. 추가된 두 가지 자료구조 중 IP: Port  테이블은 주

기성을 가지는 것으로 검출된 응용 별 IP: Port의 정보를 저장해 두는 자료구조

이고, 피기백 큐는 지연시킬 패킷을 임시로 저장해 두기 위한 자료구조 이다. 

네트워크 시스템 콜에 의해서 데이터 패킷 전송 요청이 일어나면, 해당 패킷의 

정보와 IP: Port 테이블의 정보를 비교하여 주기적인 패킷인지 판단한다. 결과에 

따라서 패킷을 피기배킹 하거나 TX 큐로 보낸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상세 동작은 다음과 같다. 네트워크 시스템 콜에 의해서 

요청된 패킷이 주기적인 패킷으로 판별된 경우, 패킷을 피기배킹 큐에 저장해둔

다. 이때, 피기배킹 큐에 아무런 패킷이 없다면, 큐의 최대 지연 시간을 타이머

를 이용하여 설정한다. 만일, 이미 피기배킹 큐가 비어있지 않다면, 같은 

IP: Port로 저장된 패킷이 있는지를 검사하여 이를 꺼내서 주기적인 패킷과 함께 

TX 큐에 넣어 준다. 또한, 주기적인 패킷이 아니라고 판별된 경우에는 피기배

킹 큐에 있는 모든 패킷을 꺼내어 같이 TX 큐로 넣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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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기배킹 큐의 최대 지연 시간이 지나 타이머가 발동될 때까지 패기배킹 큐 

내부에 패킷들이 남아 있다면, 피기배킹 큐의 모든 패킷을 TX 큐로 넣어 주어 

강제적으로 패킷의 송신이 일어나도록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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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실험을 통한 평가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기법을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스마트폰에 실제로 구현

한 뒤, 실험을 통해서 전력 절감 효과를 평가하였다. 6.1장을 통해서 실험을 위

해 사용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고, 6.2장을 통해서 전력 절감 효과를 평가하

기 위한 실험 설계에 대해서 설명한다. 6.3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가지고 제안한 

기법이 어느 정도 전력 절감 효과가 있는지 계산하였다. 

 

6.1 대상 시스템 

 

본 장에서는 5장에서 제안한 응용 기반 패킷 피기배킹 기법을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스마트폰에 실제로 구현하고, 실험을 통해서 전력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대상 시스템을 선정하였다. 6.1.1절을 통해서 실험에 사용

된 하드웨어 환경을 설명하고, 6.1.2절을 통해서 실험에 사용된 소프트웨어 환

경을 설명한다. 

 

6.1.1 하드웨어 

 

Google에서 출시한 Nexus 5 스마트폰을 실험에 사용하였고, 상세 사항은 아

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실험에 사용된 하드웨어 환경 

 Name 

Smartphone H/W Google Nexus 5 

Specification 

Qualcomm Snapdragon™ 800 Processor 

CPU Quad-core Qualcomm Krait™ 400 CPU 

Modem Integrated 3G LTE Advanced World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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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소프트웨어 

 

Nexus 5 스마트폰에는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고, 네트워크는 4G LTE 환

경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상세 사항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실험에 사용된 소프트웨어 환경 

 Name 

Smartphone S/W Android KitKat 4.4 

Network SKT 4G LTE Advanced 

 

6.2 실험 설계 

 

본 장에서는 5장에서 제안한 응용 기반 패킷 피기배킹 기법을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스마트폰에 실제로 구현하고, 전력 절감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하였다. 첫째로, 주기적인 패킷을 전송하는 응용을 제작한 뒤 주기를 변화

시키면서 패킷 피기배킹을 실시하여 가장 전력 절감 효과가 큰 주기를 결정한

다. 둘째로, 각 응용 별로 주기적인 패킷이 전송되는 패턴을 확인하고 첫 실험

에서 결정된 주기로 전송되는 패킷에 대해 피기배킹을 적용하고, 스마트폰의 소

모 전력을 측정하여 전력 절감 효과를 확인하였다. 

 

6.2.1 실험 목적 

 

본 논문에서 실시한 실험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y 주기적인 패킷에 피기배킹을 적용하였을 때 가장 전력 절감 효과가 큰 주

기를 찾아낸다. 

y 선정된 스마트폰 응용에 대해서 주기성을 가지는 패킷 전송이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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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 전송 주기를 검출한다. 

y 선정된 스마트폰 응용의 주기적인 패킷 전송에 대해서 피기배킹 기법을 적

용하고 전력 절감 효과를 확인한다. 

 

6.2.2 실험 시나리오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기법을 적용하기 위한 주기를 찾아내기 위해, 아래 표 

3과 같은 기능을 가지는 응용을 작성하였다. 해당 응용은 정해진 IP: Port를 가

지는 서버에 설정된 주기 간격으로 소량의 패킷을 전송한다. 전송 주기는 20, 

40, 60, 90, 120초에 대해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왜냐하면, RRC 상태 기계의 

𝑇𝑇𝐶𝐶𝐶𝐶𝐶𝐶→𝑆𝑆ℎ𝑜𝑜𝑜𝑜𝑜𝑜 𝐷𝐷𝐶𝐶𝐶𝐶 , 𝑇𝑇𝑆𝑆ℎ𝑜𝑜𝑜𝑜𝑜𝑜 𝐷𝐷𝐶𝐶𝐶𝐶→𝐿𝐿𝑜𝑜𝐿𝐿𝐿𝐿 𝐷𝐷𝐶𝐶𝐶𝐶 , 그리고 𝑇𝑇𝐿𝐿𝑜𝑜𝐿𝐿𝐿𝐿 𝐷𝐷𝐶𝐶𝐶𝐶→𝐷𝐷𝐶𝐶𝐶𝐶시간을 총 더한 값이 20

초이므로 20초 이하의 주기적인 전송에 대해서는 피기배킹에 의한 전력 감소가 

불가능하고, 120초 이상의 주기적인 전송에 대해서는 전력 절감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표 3. 주기성을 찾는 실험에 사용된 응용 

실험 응용 

y 정해진 IP: Port 로 소량의 데이터를 가지는 주기적인 패

킷을 전송한다. 

y 패킷 전송 시, 전송 주기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제안된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응용을 찾아내기 위해서 일반

적인 사용자가 자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응용에 대해 뉴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게임,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1시간 동안의 사

용 중, { IP: Port, Data, timestamp }정보를 추출하고, 주기적인 패킷이 있는지 여부

를 확인하였다. 응용의 선정에는 구글 앱스토어에 상위 20위를 하고 있는 응용 

중에서 선정을 하였고, 주기성 여부는 F. Qian [5]이 제안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검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응용 각각을 가지고 준비된 두 대의 Nexus 5 단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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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에는 제안된 응용 기반 패킷 피기배킹을 적용하고, 나머지 한 대에는 적용

하지 않은 채, 20분간 같은 방법으로 사용을 하면서 스마트폰의 평균 소모 전

력을 측정하였다. 두 대의 스마트폰에서 측정된 평균 소모 전력의 비율을 통해

서 제안된 기법의 전력 소모 정도를 계산하였다. 

 

6.2.3 측정값 

 

본 장에서 설계한 각각의 실험에서 측정한 값은 다음과 같다. 

y 패킷 피기배킹 적용 시 전력 소모를 효율적으로 감소 시킬 수 있는 주기 

y 선정된 응용 별로 모든 패킷에 대해 주기성을 가지는 패킷의 비율 

y 선정된 응용 별로 제안된 기법을 적용하였을 때 전력 소모가 절감되는 정

도 

 

6.2.4 측정 도구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의 소모전력 절감을 위해서 그림 8의 Monsoon 

Solutions사에서 제공하는 Power Monitor [9]를 사용하였다. Nexus 5 스마트

폰의 배터리를 제거하고 아래의 그림 9와 같이 연결하여 전력을 측정하였다. 

Power Monitor의 특성은 표 4와 같다. 

 

표 4. 전력 측정 기기 특성 

Characteristics Details 

Sampling rate 5 kHz 

Output voltage range 2.1 ~ 4.5 V 

Continuous output current 3.0 A 

Peak output current 4.5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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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Monsoon Solutions사의 

Power Monitor 

 

그림 9. 전력 측정을 위한 Power 

Monitor와 Smartphone의 연결 

 

6.3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최적의 전송 주기를 찾기 위해서 20초에서 120초 사의의 주기

적인 패킷 전송에 대해서 피기배킹 한 결과 전력이 절감되는 비율은 그림 10과 

같이 계산되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패킷 주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력 

소모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총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스마트폰에

서 소모된 전력 중 패킷 전송으로 소모된 전력양의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여 결과를 분석하면, 20초의 주기를 가지는 패킷 전송을 미루는 경

우 전력 소모 감소가 14% 정도로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120초의 

주기를 가지는 패킷 전송을 미룰 경우 전력 소모 감소가 4% 정도로 미비하다. 

그러나, RRC 상태 기계의 Tail 시간이 20초 정도이기 때문에 20초 주기를 가

지는 패킷에 피기배킹을 한다면, 너무 자주 피기배킹을 시도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전력 소모 비율이 적은 120초의 패킷에 적용하는 것

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7% 정도의 효과를 

가지는 60초와 90초 간격으로 전송되는 주기적인 패킷 중, 피기배킹이 상대적

으로 많이 될 수 있는 60초 주기의 패킷 전송을 발견하고 피기배킹 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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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주기적인 패킷에 피기배킹 적용 시 전력소모 감소 비율 

주기적인 소량의 패킷을 전송하는 응용을 찾아내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구

글 앱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상위 20개의 응용 중 뉴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게임,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의 네 가지 범주에 속하는 것들을 아래 표 5와 

같이 분류하였다. 

 

표 5. 범주에 따른 응용의 분류 

범주 응용 이름 

뉴스 Naver Webtoon, Naver map, News & Whether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Facebook, Instagram, Kakao Story, Twitter, 다방 

게임 Clash of Clan, 개복치 

스트리밍 서비스 Youtube, Afreeca TV 

 

분류된 응용들이 내보내는 패킷 중에서 주기적인 패킷을 가지는 비율을 확인

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응용을 1시간 가량 사용하며 

{ IP: Port, Data, timestamp } 네트워크 정보를 IP 계층에서 추출하였다. 추출한 정

보의 IP: Port를 통해서 어떠한 응용이 패킷을 보냈는지를 판단하고, Data정보를 

통해서 소량의 데이터를 가지는 패킷인지를 구분하였으며, timestamp 를 전송 

시간으로 하여 각 응용 별 주기적인 패킷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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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응용의 데이터 전송 별 주기적인 패킷이 차지하는 비율 

본 논문에서는 그림 11의 결과에 따라, 전체 응용의 데이터 전송 중 주기적

인 패킷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다섯 개의 응용을 선정하여 제안된 

기법을 적용하였다. 두 대의 Nexus 5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하나에는 제안된 

기법을 적용하고 나머지 하나에는 적용하지 않은 채 20분간 사용하여 전력 소

모량을 측정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그 결과 평균적으로 7.27%의 전력 감소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6. 응용 별로 제안된 기법 적용 시 전력 소모 감소 비율 

응용 
적용 전 소모전력

(mW) 

적용 후 소모전력

(mW) 

전력 소모 감소 비

율 

Facebook 2248.14 1787.36 20.50% 

개복치 2874.22 2818.00 1.96% 

Instagram 2060.06 1924.00 6.60% 

Naver Webtoon 1718.87 1642.00 4.47% 

Twitter 1760.85 1715.21 2.60% 

평균 2132.43 1977.31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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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 응용의 소량의 주기적인 데이터 전송에 의해서 발생

하는 모뎀의 Tail 시간으로 인한 전력 소모량을 줄이는 응용 기반 피기배킹 기

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기법은 주기적인 패킷에 피기배킹을 적용할 경우, 가

장 효율적인 주기는 60초 간격으로 전송되는 패킷이라는 것을 찾아내었다. 그 

후, 구글 앱스토어의 상위 20개 응용들에 대해서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각

각의 전체 패킷 전송에 대해서 주기적인 패킷의 비율을 계산하여, 피기배킹이 

적용 가능한 응용을 선별하였다. 마지막으로, 선별된 응용 각각에 대해서 제안

된 기법을 적용하여 평균적으로 7.27%의 전력 소모 감소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시한 기법은 두 가지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로, 선

별된 응용에 대해서만 실험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모든 응용에 대한 결과를 알

기가 어렵다. 구글 앱스토어 상위 20개의 응용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제안된 기법을 계속 적용하기가 어렵다. 둘째로, 

추출된 정보를 파일로 읽어 패턴을 분석하기 때문에, 모든 응용이 전송하는 패

킷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만약, 사용자의 단말이 

실험에 사용된 응용들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스마트폰의 전력 소모 감소 정도

가 실험 결과값에 못 미치게 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패턴 분석을 스마트폰이 실시간으로 동작하는 환경

에서 가능하도록 제안된 기법을 수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IP 계

층에서 추출하는 네트워크 정보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여, 데이터 전송 요청이 

있는 경우 어떤 응용이 요청한 패킷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필요하

다. 둘째로, 어떠한 응용이 보내는 패킷인지를 알아내었다면, 그 동안 지속적으

로 추출된 정보를 가지고 해당 패킷이 주기적인지와 피기배킹이 가능한지를 판

단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기술을 통해서, 각 응용에서 전용 요청을 

하는 패킷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피기배킹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가능하다면 

피기배킹하도록 한다면, 앞서 언급한 두 가지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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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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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wer Saving Mechanism for 

Smartphone Modem via Application-

Based Packet Piggyb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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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networked applications have been increasing so has the power 

consumption of a smartphone modem. A significant amount of power is 

wasted by periodic small-sized packet transmissions during the tail time 

of a smartphone. In order to cut down the power consumption, it is 

essential to reduce the tail time. To solve this, packet piggybacking 

technique is typically introduced. However,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 periodic small-sized packets received from applications can 

be piggybacked or not. 

In this paper, an application based packet piggybacking technique is 

proposed to solve the given issue. This approach detects periodic packet 

transmission patterns by collecting network usage of applications in IP-

layer. Through this, the periodic packets are piggybacked. As a result of 

this, the total tail time is reduced. The technique has been implemented on 

a Google’s Nexus 5 with Android KitKat.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is approach reduces 7.27% of the modem power consumption in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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