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5권 제2호 (2017. 7)

107

셀룰라시스템에서 D2D 전력제어:

반복적 알고리즘과 수렴
오창윤ㅇ

ㅇ인하공업전문대학 정보통신과

e-mail: changyoonoh@inhatc.ac.krㅇ

D2D Power Control in the Cellular System:  Iterative 

Algorithm and Convergence 
Changyoon Ohㅇ

ㅇDep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ha Technical College

●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셀룰라시스템의 상향링크 자원을 사용하는 D2D 단말의 전송전력 최적화문제를 반복적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해

결하고자 한다. 먼저 단말별 간섭함수를 정의하고, 제안하는 반복적 알고리즘에서는 개별 D2D 단말은 정의된 단말별 간섭함수

를 자신의 전송전력값으로 선택한다. 다른 D2D 단말이 전송전력값을 업데이트할 경우, 간섭함수값도 변경된다. 반복적인 전송

전력값 업데이트 과정을 거친 후, 각각의 D2D 단말들의 전송전력값은 일정한 값에 수렴하게 된다. 컴퓨터실험을 통하여 제안하

는 반복적 알고리즘이 수렴함을 확인한다.

키워드: 단말간 직접통신(D2D communication), 간섭(interference), 전력제어(power control)

I. Introduction

단말 간 직접통신 (D2D 통신)을 셀룰라시스템에 적용하고자 하는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1-3]. D2D 통신의 대표적인 장점은 

단말이 직접 목적지 단말에 데이터를 전송함에 따라, 기지국을 통해서 

목적지 단말에 데이터를 전송함에 발생하는 두 번의 링크자원 소모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D2D 통신이 셀룰라 통신이 

사용하는 상향링크(Uplink) 자원을 재사용(reuse) 하는 환경에서,  

D2D 단말들의 전송전력을 최적화하기 위한 반복적 전력제어 기법을 

제안하고, 그 기법의 수렴도를 검증하기로 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국내 동향

D2D 통신이 셀룰라 시스템의 상향링크 주파수 자원을 재사용하여 

전력제어를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1-2]. 셀룰라 시스템에서 

전송전력 최적화 문제를 게임이론적으로 접근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

어져 왔다. 본논문에서는 셀룰라 시스템의 상향링크 주파수 자원을 

공유하는 셀룰라 단말과 D2D 단말들

의 전송전력을 최적화하고자, 게임 이론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Fig. 1. System Model

III. The Proposed Scheme

셀룰라 단말과 D2D 단말들에게 요구되는 신호대 간섭비(SIR)을 

만족하면서 셀룰라 단말과 D2D 단말들의 전송전력의 합을 최소화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수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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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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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는 각각 셀룰라단말의 전송전력, 

번째 D2D 단말의 전송전력,셀룰라 송신 단말의 수신단에서 요구되

는 신호대 간섭비,  번째 D2D 송신단말의 수신단에서의 요구되는 

신호대 간섭비를 나타낸다. 는 각각 셀룰라단말에서 기지국

까지의 채널이득,   번째 D2D 송신단말에서  번째 D2D 수신단말까

지의 채널이득이다.    는 열잡음이다.  간섭함수

(Interference Function)를 수식 (4),(5)와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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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서는 단말자신의 간섭함수를 계산하고, 이를 

자신의 전송전력으로 업데이트하며, 이 과정을 전송전력이 수렴할 

때까지 반복한다.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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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IR Convergence (Three D2D Users)

I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D2D 통신이 셀룰라 통신이 사용하는 상향링크

(Uplink) 자원을 공유(share)하는 환경에서, 단말들의 전송전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Iterative Algorithm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Iterative Algorithm의 수렴도(Convergence)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조건에서 수렴결과를 확인하였다. 전송에 참여하는 단말들의 

숫자에 관계없이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수렴도는 5회 이하의 반복횟수

에서 전력값은 수렴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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