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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LTE-Advanced 망에서의 디바이스간 통신에 대한 개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에 따른 연결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한 연결 모델은 eNB (evolved NodeB) 에서 decision
making 과정을 통해 디바이스간 통신하는데 D2D(Device-to-Device) 통신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cellular 통신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통신 종류를 결정하고, D2D 통신이 연결된 상
태에서는 eNB 에서 control signal 을 주기적으로 송수신 하여 D2D 통신 상태를 점검 한다.
제안한 연결 모델은 LTE-Advanced 망에서의 디바이스간 통신이 활성화 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는 사물통신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Ⅰ. 서 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이동통신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다. 따라서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는 미
래 사업 발굴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에서 사람간의 통신이 아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간
의 통신을 의미하는 사물통신은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장이다.
특히 이동통신망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GPP 에서는 Release-10 에서 이동통신 망을 이용한 디
바이스와 서버간의 통신인 MTC (Machine-Type
Communication) [1]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시작하였다.
현재 MTC 관련 표준화는 착수 단계로, MTC use cases
의 요구사항에 대한 technical specification 과 MTC use
cases 의 key issue 와 solution 에 대한 technical report
를 표준화 작업하고 있는 중에 있다. 하지만 아직 디바이
스간 통신에 대한 표준화 작업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3GPP 의 4 세대 이동통신 기술
인 LTE-Advanced 망에서의 디바이스간 통신에 대하여
설명을 한 뒤, 디바이스간 통신 연결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D2D 통신은 두 디바이스간에 직접 통신 자
원을 LTE-Advanced 망 자원을 이용하는 통신이다. 이
때, D2D 통신의 상태 관리를 위해 eNB (evolved
NodeB) 와 UE (User Equipment) 사이에서는 control
signal 을 지속적으로 주고 받아야 한다.

Ⅱ. LTE-Advanced 망에서의 디바이스간 통신
D2D (Device-to-Device) 통신이란 디바이스간 직접
통신에 LTE-Advanced 망을 이용하는 통신을 말한다
[2]. 따라서 앞으로 본 논문에서 사용될 LTE-Advanced
망에서의 디바이스간 통신이라는 용어는 D2D 통신이라
는 용어로 사용하겠다.
그림 1 은 D2D 통신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그림이다.

그림 1. D2D 통신
D2D 통신은 사용자 투명성, 주파수 재사용, eNB 의
절차 감소, D2D 디바이스들 사이의 파워 절약 등을 기본
적인 특징으로 한다. D2D 통신에 대한 장점으로는 데이
터 전송 속도 증가, 전송 파워 감소, 망의 수용 률 증가,
load balancing, 커버리지 증가 등이 있고[2],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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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으로는 주파수 재사용에 따른 간섭문제, decision
making 에 관한 문제, 과금 문제, 오류 검사 문제, 보안
문제 등이 있다.
Ⅲ. D2D 통신 연결 모델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2D 통신 연결 모델은 다음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다.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두 개의 디바이스 UE1 과 UE2
가 있을 때, UE1 이 UE2 에게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UE2 로 연결을 요청하는 시나리오이다. 이때, UE1 과
UE2 는 같은 셀 내에 위치해 있다. 또한 D2D 통신은 사
용자에게 투명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UE 사용자들은
둘 사이의 통신이 D2D 통신인지 cellular 통신인지를 알
지 못한다.
위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D2D 통신 연결모델은 다
음과 같다.

그림 3 의 D2D 통신 decision making 절차를 거치게 된
다. Decision making 절차에서는 eNB 가 두 디바이스
UE1, UE2 에게 decision making 에 필요한 정보들을 요
청하게 된다. 이때 eNB 에서 요청하는 정보들은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decision making 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
라진다. UE1, UE2 로부터 정보를 받게 되면 eNB 에서는
받은 정보들을 가지고 D2D 통신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
지 cellular 통신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decision
making 하게 된다. 만약 eNB 에서 decision making 과
정을 통해 D2D 통신이 좋다는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D2D Establishment 요청을 UE1, UE2 에게 하게 된다.
요청을 받은 두 디바이스들은 eNB 로 응답을 하게 되고,
두 디바이스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면 D2D 통신 연결이
설정된다.

그림 4. control signal 을 통한 상태 확인 절차

그림 2. 초기 연결 요청 절차
그림 2 는 초기 연결 요청 절차를 나타낸다. 초기 연결
요청 절차는 LTE-Advanced 의 기존 연결 절차를 그대
로 사용한다. 처음에 UE1 이 UE2 와의 connection
request 를 eNB 로 요청 하게 되면 eNB 에서는 UE1 과
UE2 사이의 연결을 설정하기 위해서 EPC(Evolved
Packet Core) 망으로 메시지를 보내게 되고 EPC 에서는
UE2 가 위치한 eNB 로 request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이때 UE1 과 UE2 가 같은 셀에 위치하고 있다면 요청메
시지를 보낸 eNB 에서 다시 메시지를 받기 때문에 eNB
에서는 이 메시지를 통해 UE1, UE2 가 같은 셀에 위치
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UE1, UE2 사이의 D2D 통신이 연결되면 그림 4 의
control signal 을 통한 상태 확인 절차를 주기적으로 반
복하게 된다. 이 절차에서 eNB 는 D2D 통신의 상태 확
인을 위해 UE1, UE2 에게 주기적으로 control signal 을
보내게 되고, control signal 을 받은 UE1, UE2 는 자신의
상태 및 D2D 통신 상태를 eNB 로 보내게 된다. 이후
eNB 에서는 디바이스들로부터 받은 control signal 을 통
해 D2D 통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decision making 과정
을 수행하여 D2D 통신이 cellular 통신 보다 좋은지를
지속적으로 검사하게 된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D2D 통신의 개념을 살펴보고, D2D 통
신 연결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연결 모델을 통해 앞
으로의 LTE-Advanced 망에서의 디바이스간 통신이 활
성화 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라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는 사물통신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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