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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다중경로 페이딩 환경에서 기지국을 이용한 통신과 디바이스간의 직접통신을
비교하여 통신방법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제안한 메커니즘은 GPS를 사용하지 않고
디바이스간의 거리를 추정하고 이를 통하여 기지국을 통한 통신방법과 디바이스간의 직접통신을 비교한다.
이때, 디바이스에서 기지국간의 경로는 송신 측과 수신 측의 양방향성을 고려한다. 비교 방법으로는 본 논
문에서 제안한 근접도 레벨링 방법을 이용하여 비교하는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수행한다. 본 논문의 시뮬레
이션을 통한 성능평가 결과에서는 여러 상황에서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수행하고 디바이스간의 직접통신이
수행되는 조건을 알아본다. 그 결과 디바이스간 직접통신의 SNR이 특정 SNR보다 높으면 직접통신을 수
행한다.
키워드 : 의사결정, D2D통신, MUSIC 알고리즘, 근접도 레벨링 방법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decision making mechanism to compare a device-to-base
station communication with a device-to-device(D2D) communication. The proposed mechanism can
estimate the distance between devices without using GPS and then make the comparison. The
communication links between devices and the base station are considered as bi-directional
communications between senders and receivers. The comparison mechanism is inspired by the
proximity leveling method. In order to evaluate the proposed method’s performance via simulation, we
perform this decision making mechanism in various situations and identify the condition of
device-to-device communications. As a result, when SNR of D2D communication is larger than some
SNR, the D2D communication is performed.
Key words : Decision Making, D2D communication, MUSIC algorithm, Proximity level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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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국내외 이동통신 시장은 1인 다수 이동통신 기
기의 보유시대를 맞이하였다. 또한 전자제품들의 개발
추세가 스마트한 기기들의 개발이 주를 이룸으로 인하
여 통신 트래픽의 사용량이 증가하였다. 특히 인구가 밀
집된 지역에서 발생되는 트래픽은 급격하게 증가를 하
였고 주파수 자원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를 감당
하기 위해서 통신 사업자들은 보다 많은 수의 기지국을
필요로 하거나 TV 유휴대역(TV white space)[1]의 활
용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
해서는 기지국으로 향하는 통신 트래픽의 발생을 줄임
으로써 기지국의 과부하를 줄이고 주파수를 재사용하여
주파수 부족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2]. 그 방
법으로 기지국을 통하지 않고 디바이스 간에 직접적으
로 통신을 하는 방법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 3GPP LTE-Advanced[3] 기반의 D2D(Device
to Device) 통신은 LTE망을 이용하여 기지국 없이 디

기술하고 분석하여 D2D통신을 수행하는 조건을 알아보
며 5장은 본 논문의 결론이다.

2. 디바이스간의 거리 추정
2.1 의사결정 환경 모델
본 논문에서는 그림 1과 같이 하나의 셀 내에 기지국
이 하나가 존재하는 환경을 가정하였고 전파모델은 반
사와 굴절에 의해 다중경로 페이딩이 발생하는 환경으
로 가정하였다. 또한 디바이스들이 서로 이웃한 셀 이상
으로 위치하게 된다면 디바이스간의 근접한 정도는 충
분히 멀어져 기지국을 통한 통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의
사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범위는 최대 이웃한 셀에
디바이스들이 각각 위치해 있는 경우로 제한하였다. 여
기서 a와 b는 각각의 디바이스와 디바이스가 속한 기지
국과의 경로이고 c 는 디바이스간의 경로이다. 대문자 A,
B, C 는 각각 이웃한 경로일 때의 경로들을 나타내며 D
는 이웃한 셀 상황에서 기지국간의 경로를 나타낸다.

바이스간의 채널을 이용하여 직접 통신을 수행하는 방
법이다. 그러나 D2D통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지국을 통한 통신 방법과 디바이스간의 통신 중 어떠
한 방법이 사용자에게 보다 좋은 통신 품질을 보장하는
지에 대하여 비교하는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 관련
연구 중에는 의사결정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측정을 통해서 얻은 거리
정보를 이용하여 디바이스간의 거리 근접한 정도를 알
아내고 통신방법을 직접 통신으로 전환하는 연구가 있
다[4]. GPS는 현재 많은 디바이스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차량용 네비게이션의 경우 정확한 위치측정을 보인다.
하지만 통신을 지원함에 있어서, GPS를 이용한 거리 측
정 방법은 측정을 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시간이 소모
되고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며 실내에서는 정확도가 떨
어지는 단점을 갖는다[5].

그림 1 단일 셀과 이웃한 셀에서의 의사결정 환경 모델

본 논문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디
바이스간의 거리를 GPS를 이용하지 않고 근접한 정도

2.2 디바이스들의 위치 판별

를 알아낸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존의 기지국을

단일 셀과 이웃한 셀에서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은 디

통한 통신과 디바이스간의 직접통신을 비교하기 위해서

바이스와 기지국들이 위치한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의

“근접도 레벨링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본 논문의

사결정 메커니즘 단계를 수행하기 전에 서로 통신을 하

방법으로 추정된 디바이스간의 거리를 통신환경에 따른

고자 하는 디바이스들이 위치한 셀이 어디인 지에 관하

특정 값으로 나누어 레벨링을 하고 레벨값을 이용하여

여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는 그림 2의 통신 연결 절

두 개의 통신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차에서 알 수 있다. 그림 2에서 UE(User Equipment)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장에서는 디

1이 통신 요청을 하면 UE1이 속한 셀의 기지국인 eNB1

바이스간의 거리를 추정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3장에서

(Base Station)은 수신 측 디바이스가 위치한 셀이 단

는 추정된 디바이스간의 거리를 기반으로 근접도 레벨

일 셀과 이웃한 셀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eNB1의

링 방법을 사용하여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eNB ID를 EPC(Evolved Packet Core)망으로 신호를

설명한다. 4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에 대한 실험 결과를

전송한다. EPC는 수신 측 기지국에게 통신 요청을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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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측정할 수 있다. 여기서 사용된 수식은 식 (1), 식 (2)
와 같다. 여기서 L 은 경로손실, di 는 A, B, a, b의 거
리이며  는 파장이다.
(1)
(2)
2.4 경로간의 이격각도 측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거리 추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는 경로간의 이격각도를 측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
그림 2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위한 통신 연결 요청 절차

지만 본 논문에서 통신환경으로 다중경로 페이딩을 가
정하였기 때문에 해당 환경에서는 정확한 이격각도를

표 1 각 상황에 따른 디바이스들의 위치

추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각 디바이스에서 기지국으로
의 도래각을 측정하고 이를 합산함으로써 이격 각도를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 도래각은 MUSIC(Multiple Signal
Classification) 알고리즘[7]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MUSIC
알고리즘은 입력된 신호의 방향벡터와 안테나의 잡음
고유벡터가 상관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잡음 고유치
에 대응하는 고유벡터와 이것과 직교하는 방향벡터를
검색하여 도래방향을 추정한다[7].
(3)

고 수신 측 기지국에서는 요청신호와 함께 전달된 eNB
ID를 기지국에서 보유한 eNB Table과 비교한다. 표 1

식 (3)의     는 안테나 소자의 복소수 반응이고, d

은 eNB Table에서 eNB ID 상태에 따라서 UE1과

는 안테나로 들어오는 신호의 개수이다. 그리고 nk(t)는

UE2가 위치한 cell의 위치를 나타낸다. 표 1의 1번에서

k번째 안테나 소자에서의 잡음 신호이다. 여기서, t 시

eNB1 ID가 eNB2 Table에 존재하고 eNB1과 eNB2의

간에서 k번째 안테나의 복소수 신호 입력이 xk(t) 라고

ID가 서로 같다면 UE1과 UE2는 서로 같은 셀에 위치

했을 때 상관행렬 RX 는 다음의 식 (4)와 같이 나타낼

해 있으며 2번과 같이 eNB1과 eNB2의 ID가 서로 다르

수 있다[7].

다면 UE1과 UE2는 이웃한 셀에 위치해 있다. 마지막으

(4)

로 3번과 같이 eNB1 ID가 eNB2 Table에 존재하지 않

이 상관행렬의 고유치, 고유벡터를 이용하여 MUSIC

는 다면 UE1과 UE2는 서로 근접하지 않은 셀에 위치

알고리즘의 수식으로 바꾸게 되면 다음의 식 (5), 식 (6)

하며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수행하지 않고 기지국을 통

과 같다[7].

한 통신을 수행한다.

(5)

2.3 기지국과 디바이스간의 경로 거리 측정
GPS를 사용하지 않고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필요한

(6)

디바이스간의 거리 추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
지국과 디바이스간의 경로 거리를 측정해야 한다. 기지

위의 식 (6)에서  가 신호의 도래방향 추정 값이라면,

국들은 디바이스와 세션설정 과정이 끝나면 디바이스에

  ⊥  이며, 식 (5)와 식 (6)의 분모가 0이 된다. 따

게 참조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데 이 참조신호를 RSSI

라서 MUSIC 함수에서 PMUSIC (  )의 최대치(peak)일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의 원리[6]를 이

때의  값이 도래방향이 된다.

용하여 기지국과 디바이스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다. 디

2.5 단일 셀에서의 거리 추정

바이스는 기지국으로부터 받은 참조신호에 대해서 수신

표 1의 1번에 해당되어 디바이스들이 단일 셀에 위치

신호세기를 측정하고 기지국으로부터 정보전달 요청을

해 있을 때의 거리 추정은 2.3절과 2.4절의 과정을 통해서

받으면 해당 정보를 기지국에게 전달한다. 기지국은 참

그림 1의 a 와 b 의 거리를 측정하고 경로 a, b 의 이격

조신호의 전송세기와 디바이스의 측정된 수신 신호세기

각도를 측정하면 식 (7)의 피타고라스의 정리 식을 이용

를 이용하여 기지국과 디바이스간의 거리인 A, B, a, b

하여 디바이스간의 경로 c 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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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 각도가 서로 같은 방향일 경우 I

2.6 이웃한 셀에서의 거리 추정

ii. 각도가 서로 같은 방향일 경우 II

표 1의 2번에 해당되어 디바이스들이 서로 이웃한 셀

iii. 각도가 서로 반대 방향일 경우

에 위치해 있을 때의 거리 추정은 2.3절의 과정을 통해

그림 3에서 a, b 는 디바이스에서 기지국간의 거리이

서 그림 1의 A와 B의 거리를 측정하고 2.4절의 과정을

고 c 는 기지국 간의 거리이며 A, B 는 기지국과 UE간

통해서 기지국 간의 경로와 각 디바이스가 이루는 각도

의 이격각도, X 는 구하고자 하는 디바이스간의 거리이

를 측정했을 때 거리의 계산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다. 각각의 경우에 디바이스간의 거리인 X 의 거리를 구

는 이웃한 셀에서의 기지국 간의 경로와 각 디바이스가

하는 공식은 아래의 식 (8), 식 (9)와 같다. i 와 ii 의 경

이루는 각도가 -90°～90° 라고 가정하였고 이 각도를

우, 즉 각도가 서로 같은 방향일 경우에는 디바이스간의

넘어서는 경우는 기지국을 통한 통신을 수행한다. 가정

거리를 구하는 식이 같고 iii 의 경우는 각도가 서로 다

한 각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디바이스간의 거리가 멀

른 방향일 경우에 디바이스간의 거리를 구하는 식이며

어지기 때문에 기지국을 통한 통신이 더 좋은 성능을

위의 방법을 이용하여 디바이스간의 거리를 계산할 수

갖게 된다. 만일에 이 각도를 넘어서지 않는 경우에는

있다.

디바이스간의 경로 형태에 따라서 3개의 경우로 나뉘게
된다.

3. 근접도 레벨링 방법
기지국을 통한 통신과 디바이스간의 통신 방법을 정
하기 위한 의사결정 메커니즘에서는 기지국과 디바이스
의 안테나 이득과 전송전력 세기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
다. 기지국의 경우 디바이스에 비해 안테나 이득과 전송
전력세기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손실에 강인하며 그에
따라 SNR(Signal to noise ratio)이 디바이스 보다 크
다.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지국을 통한 통신에서
uplink통신과 디바이스간의 통신을 비교하여 더 좋은
통신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다. 이 경우
반대쪽 디바이스에서 기지국으로의 uplink 경로도 고려
를 해야 한다. 따라서 a 경로의 uplink SNR과 b 경로의
uplink SNR을 비교하여 보다 큰 SNR을 갖는 경로를
D2D와 비교하여 레벨링 방법을 수행한다. 여기서 디바
이스와 기지국 간의 uplink통신 경로가 짧다면 기지국

i. 각도가 서로 같은
방향일 경우 I

ii. 각도가 서로 같은
방향일 경우 II

의 안테나이득을 고려하여 기지국을 통한 통신을 선택
한다. 그리고 디바이스와 기지국 간의 uplink통신 경로
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될 경우에는 두 통신 채널간의 비
교를 통하여 통신방법을 선택한다. 의사결정 메커니즘으
로 넘어가는 uplink통신 경로의 거리와 디바이스간의
거리 레벨링은 각각의 SNR비교를 통하여 결정한다. 다
음의 표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근접도 레벨링 메커
니즘의 각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Step 1에서 a경로의 uplink SNR과 b경로의 uplink
SNR을 비교하여 높은 SNR을 갖는 uplink경로를 선택
한다. Step 2에서 uplink의 SNR이 D2D의 최대 SNR
보다 큰 경우에 uplink의 경로 거리는 기지국을 통한
통신을 수행하는 보장된 거리인 Di 이다. Step 3에서
uplink의 경로 거리가 Di 보다 클 경우 셀의 최대 반경
에서의 기지국 통신 SNR인 SNRMAX 이 D2D의 SNR

iii. 각도가 서로 반대 방향일 경우

보다 커질 때의 디바이스간 거리를 디바이스간 통신의

그림 3 이웃한 셀에서 디바이스간의 거리

최대거리로 설정한다. Step 4에서 디바이스간의 거리를

다중경로 페이딩 환경에서 양방향성을 고려한 디바이스 간 직접통신에 대한 의사결정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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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근접도 레벨링 메커니즘 단계

그림 4 디바이스에서 기지국간의 거리와 디바이스간의
거리에 따른 SNR

각 통신 환경마다 정해진 Level 수치인 L 로 분할하여
각 Level에서의 SNR 분포를 구한다. Step 5에서 uplink
의 거리가 의사결정 판단 범위이며 D2D의 거리가 최대
로 가능한 D2D범위 이내일 때, 디바이스간 거리의 레벨
이 uplink의 SNR이 속한 Level보다 작다면 D2D 통신
을 수행한다.

4. 시뮬레이션 결과 및 분석

그림 5 D2D통신과 Uplink통신의 비교

본 논문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 통신상황
중에서 디바이스간의 직접통신이 수행될 수 있는 조건

표 3 위치측정을 위한 전파의 도달시간 비교
방법

T(전파의 도달 시간)

GPS를 이용한 위치측정

0.09 (sec)

기지국 기반의 위치측정

6.6 (μsec)

을 알아보았다. 본 시뮬레이션은 셀 반경이 최대 1km인
단일 셀의 환경에서 진행하였으며 여기서 사용한 SNR
의 계산 수식은 식 (8)과 같다.
(8)
Pt 와 Pr 은 각각 송신 신호세기와 수신신호세기이고 Gt

의 거리 레벨이 더 낮을 때 디바이스간의 직접통신을 수
행한다.

와 Gr 은 각각 송신 안테나 이득과 수신 안테나 이득이

그림 5는 uplink경로 a 와 b 의 거리를 각각 500m,

다. 그림 4는 기지국을 통한 통신과 디바이스간의 직접

700m로 제한하였을 때 D2D 통신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

통신의 거리에 따른 각각의 SNR을 나타낸 그래프 결과

이다. D2D통신은 항상 기지국을 통한 통신보다 더 높은

이다. 그림 4를 보면 200m이내에서 디바이스간 직접통

SNR을 보장해야 하므로 그림 5에서 경로 a 의 SNR보다

신의 SNR 최대값보다 기지국 통신의 SNR이 더 크다.

높은 부분에서 D2D통신을 수행한다. 실제거리로 200m

따라서 Uplink의 거리인 디바이스에서 기지국간의 거리

이하일 때 D2D통신을 수행하며 이는 Level 2이하 일 때

가 200m이내 라면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지

D2D통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의 시뮬레이션은

국을 통한 통신을 수행한다. uplink의 경로거리가 200m

GPS를 이용한 위치측정과 기지국을 이용한 위치측정의

500m는 셀의 최대 반경인 1000m에서

초기 연결시간을 비교하기 위한 실험이다. 결과를 보면

uplink의 SNR보다 D2D통신의 SNR이 작아지게 되는

GPS를 이용한 위치측정이 더 오래 걸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일 때,

지점이며 이는 D2D통신이 가능한 최대거리이다. D2D
통신이 가능한 거리인 500m를 통신환경에 맞게 정해진

5. 결 론

Level 수치인 L로 나누고 각 Level에서의 SNR 분포를

본 논문에서는 D2D통신에 대한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설정한다. uplink의 SNR이 속한 Level보다 디바이스간

수행함에 있어서 GPS를 사용하지 않고 참조신호와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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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을 통하여 디바이스간의 거리를 추정하고 이것

최 진 영

을 근접도 레벨링 방법을 사용하여 의사결정 메커니즘

2010년 2월 경희대학교 전자전파공학과
(공학사). 2012년 2월 경희대학교 컴퓨터
공학과(공학석사). 관심분야는 Device-to
-Device Communications, Location based
Communications, Radio Power Control

을 수행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메커니즘은 실제
환경과 비슷한 상황인 다중경로 페이딩 상황에서도 전
파의 입사방향의 추정이 가능하며 제안된 근접도 레벨
링 메커니즘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임계값을 별도로 설
정할 필요가 없이 각각의 레벨을 임계값으로 사용한다.
본 논문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제안 기법을 통하여
여러 통신 상황에서 디바이스간의 직접통신이 수행되는
조건을 알아보았다. 그 조건은 D2D 통신 가능범위 내에
서 특정 SNR보다 D2D의 SNR이 클 경우, D2D통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의사결
정 메커니즘을 통해 실내에서 GPS를 사용하여 거리를
측정할 때 발생될 수 있는 부정확한 결과를 향상시켰으
며 GPS를 사용할 때 발생되는 긴 초기 연결시간의 단
축을 예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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