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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셀룰라시스템의 상향링크 자원을 사용하는 D2D 단말의 전송전력 최적화문제를 게임이론적 방법으로 고찰해본

다. 먼저, 전송전력 최적화문제를 비협력적 전송전력게임으로 구성하고, 구성된 전송전력게임이 나쉬 평형을 가지게 됨을 확인한

다. 본 논문에서 도출된 나쉬 평형에서는 개별 D2D 단말은 오로지 자신의 전송전력을 최적화하도록 전송전력값을 선택한다. 하

지만, 시스템 입장에서는 결국 모든 단말의 전송전력값은 나쉬평형이라고 하는 전송전력의 유일한 수렴점에 도달하게 된다. 컴

퓨터실험을 통하여 다수 개의 D2D 사용자 환경에서 나쉬평형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키워드: 단말간 직접통신(D2D communication), 게임이론(gam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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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이론적 관점에서 단말들의 전송전력을 최적화하기 위한 전력제어 

기법을 제안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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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들의 전송전력을 최적화하고자, 

게임 이론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Fig. 1. System Model

III. The Proposed Scheme

비협력적 전송전력게임에서는 각각의 단말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payoff function 만을 최적화하도록 전송 전력값을 결정한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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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협력적 전송전력 게임(Non Cooperative Power Game)을 정의하

기로 한다.

     (1)

여기서,  , ,은 각각 게임에 참여하는 Player set, strategy 

set, payoff function 이다. 즉,    ,   max , 

이다. 

비렵력적 전력 게임 (NPG)을 수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max    for all ∈ (2)

수식 (2)에서 각각의 단말 는  자신의 payoff function 이 최대가 

되도록 전송전력  를 선택하게 된다. Nash Equilibrium 에서는 

다른 단말들의 전송전력값들이 변하지 않는 한, 단말 는 자신의 

전송전력인 를 변경하여 payoff function을 증가시킬 수 없다. 

Definition 1 [4] 모든 단말  에 대하여  ≥ 
일 

경우,  으로 구성된 전송전력벡터  는 NPG 인    

수식 (1)의 Nash Equilibriu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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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Nash Equilibrium

Proposition 1. 수식 (6)에서의 NPG 은 유일한(unique) 나쉬평형

(Nash Equilibrium)이 존재한다.

I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D2D 통신이 셀룰라 통신이 사용하는 상향링크

(Uplink) 자원을 재사용(reuse) 하는 환경에서, 비협력적 전송전력 

게임을 통하여 D2D 단말들의 전송전력을 최적화하였다. 

D2D 단말간의 상호 협력없이 모든 D2D 단말들의 전송전력이 

유일한 수렴점에 도달하는 Nash Equilibrium 이 존재함을 수식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실험 예제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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