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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인접성(Proximity)과 적시성(Timeliness)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D2D 통신과 소셜 커머스 서비스가 

결합된 저비용/고효율의 소셜 커머스 서비스 기반 D2D 광고 시나리오를 제안하고, D2D 통신과 소셜 커머스 서비스

의 결합을 통한 광고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섹터의 수에 따른 광고 확산 효과(Advertisement Dissemination Effect)
를 수학적으로 분석해 본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정규 D2D 커버리지(Normalized D2D Coverage), 유효 범위 

내 광고 전달을 위한 평균 Relay 단말 수, 단위 전송 단말 당 평균 D2D 커버리지에 대해 살펴보고, 수학적 분석 결과

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D2D 광고 커버리지에 대한 수학적 분석의 정확성을 알아본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cost-effective device-to-device (D2D) advertisement scenario with properties of proximity 
and timeliness through the convergence of D2D communications and social commerce service. We numerically 
analyze advertisement dissemination effect of the proposed scenario according to the number of sectors, and 
demonstrate the performance of the normalized D2D coverage, the average number of D2D users, and the average 
D2D coverage per user via intensive simulations. We verify the accuracy of the results for our numerical analysis 
compared with the simulation results.

키워드 : D2D 통신, 소셜 커머스 서비스, D2D 커버리지, 광고 확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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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D2D(Device-to-Device) 통신은 기지국을 거치지 않

고 단말이 직접 주변에 있는 모바일 단말들을 찾고 그

들과 직접 패킷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말

한다[1]. 최근 모바일 단말들이 급증하고, 통신 데이터

가 기지국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에 따라 트래픽의 과부

하 및 무선자원의 고갈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거리에 

위치한 모바일 단말들이 기지국의 도움 없이 서로 직접 

통신하는 D2D 기술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산 시키고, 
그에 따라 무선자원의 재사용 효율을 증가시켜 발생하

는 트래픽 및 무선자원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

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3].
또한,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

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가 확산됨에 따라 

그 방대한 유저들을 매개로 하는 온라인 공동구매 방

식의 전자 상거래인 소셜 커머스 서비스(SCS: Social 
Commerce Service)에 대한 관심 또한 급증하고 있다

[4]. SCS는 공동구매 방식 기반으로 일정 수 이상의 

사람이 구매를 결정하여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

다. SCS는 기존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SNS와 연계

되고 이에 따른 방대한 사용자들을 판매자가 활용하

는 것으로서 기존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진화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SCS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소

비자가 직접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며, 나아가 제

품 및 서비스 판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4].
본 논문에서는 선호도가 높은 지역기반 맛집/카페 관

련 상품을 판매 사업자가 인접성(Proximity)과 적시성

(Timeliness)의 특징이 있는 D2D 통신과 SCS가 결합된 

서비스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주변 소비자들에게 광고

함으로써 저비용/고효율의 광고가 가능한 소셜 커머스 

서비스 기반 D2D 광고 시나리오에 대해 제안한다[5]. 
또한, D2D 통신을 통해 발생하는 광고 확산 효과

(Advertisement Dissemination Effect)를 수학적으로 분

석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분석의 정확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Ⅱ. 소셜 커머스 서비스 기반 D2D 광고 시나리오

소셜 커머스 서비스의 수익모델은 파격적인 할인가

를 통해 많은 박리다매와 SNS를 통한 자발적 홍보효과

이다. 소셜 커머스 서비스는 SNS를 이용하기 때문에 마

케팅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일
정 수 이상의 사람이 모여야 파격적인 할인 가격의 제

공이 가능하다. 구체적 시나리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커피전문점에 있는 D2D AP(Access Point)는 전송 

범위 내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

로 SCS 커피 광고를 전송한다.
② A군은 커피전문점을 지나가는 중에 커피전문점의 

SCS 광고를 전송 받는다. 광고에는 상품의 정가, 소
셜 커머스 할인가, 현재까지 구입을 희망한 사람들

의 수가 포함되어 있다.
③ 기본적으로 SCS는 일정 수 이상의 사람이 모여야 

할인가가 제공이 가능하므로 상품을 구매하고 싶은 

A군은 할인 조건을 맞추기 위해 주변의 사람들에게 

2차적으로 광고를 전송한다. A군으로부터 광고를 

받은 B양은 광고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구매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④ B양 역시 구매 의향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SCS 할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3차적으로 주

변 사람들에게 광고를 전달한다. 이와 같이, SCS와 

D2D통신의 결합을 통하여 저비용으로 큰 광고 확

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림 1은 본 서비스 시나리오

의 광고 확산 효과를 보여준다.

그림 1. 소셜 커머스 서비스 기반 D2D 시나리오

Fig. 1 D2D advertisement scenario based on S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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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소셜 커머스 서비스 기반 D2D 광고 시나리오 흐름도

Fig. 2 Signaling flow of D2D advertisement service scenario based on social commerce service

Ⅲ. D2D 통신 기반 소셜 커머스 서비스 광고 

커버리지 분석

소셜커머스 서비스 기반 D2D 광고는 그림 2와 같은 

과정을 통해 광고를 전송한다[6-9].
D2D 통신을 통해 전달되는 소셜 커머스 서비스 광고

의 커버리지를 수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AP를 기

준으로 유효 광고 범위(Effective Advertisement Range) 
내에 무작위로 단말을 배치시킨다. 유효 광고 범위 밖

에 있는 단말들은 AP로부터 거리가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광고를 수신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AP는 

전송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단말들에게 광고를 전송하고, 
그 중 가장 멀리 있는 단말을 릴레이(relay) 단말로 선정

한다. AP는 전송 범위를 최대 6개의 섹터로 나누어, 최
대 6개의 단말을 통해 광고를 1차적으로 릴레이한다. 
선정된 릴레이 단말은 자신의 D2D 전송 범위 내에 있

는 모든 단말들에게 광고를 2차 전송하고, 그 중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단말을 다음 릴레이 단말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광고를 확산시킨다. 광고 확산에 대한 각 

릴레이 단말을 로 정의하고, 의 전송범위를 으

로 정의한다. 릴레이 단말 의 전송범위 와 전송범

위가 중첩되는 모든 릴레이 단말들의 전송 범위를 로 

정의한다. 이 때 릴레이 단말  보다 이전에 선정된 릴

레이 단말은 제외한다. 와 의 중첩되는 범위에 해

당하는 모든 릴레이 단말들의 전송 범위는 로 정의

한다. 그림 3에서, 은 릴레이 단말 의 전송 범위와 

중첩되는 모든 릴레이 단말(,)의 전송 범위(,,

의 전송 범위)이고, 는 릴레이 단말 의 전송 범

위와 중첩되는 모든 릴레이 단말(,)의 전송 범위

(,,의 전송 범위)이며, 는 전송 범위 과 

의 중첩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릴레이 단말(,)의 전

송 범위(,의 전송 범위)를 의미한다.

이를 이용하여 개의 릴레이 단말에 대한 전체 D2D 
전송 범위()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

다음으로, 릴레이 단말 의 전송 범위와 전송범위

가 중첩되는 모든 릴레이 단말들의 전송범위()에 대

해 분석한다. 는 포함된 전체 릴레이 단말의 개수

() 및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①   인 경우

에 포함되어 있는 단말의 수가 2일 경우 그림 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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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으며 전송 범위를 로 정의한다. 는 각 원의 넓이

와 중첩되는 호의 넓이들의 합()과 두 원의 중심과 

그림 3. 섹터의 수가 1일 때, 광고 확산 효과

Fig. 3 Advertisement dissemination effect when number of 
sectors is 1

그림 4.     일 때, 단말 분포

Fig. 4 Device's distribution when   is 2

두 원이 만나는 교점을 이은 삼각형의 넓이들의 합()

으로 구할 수 있다.
는 각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전송 범위가 다른 원

의 넓이와 중첩되는 호의 넓이( ,)들의 합으로 다

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는 의 중심 좌

표를 의미한다.

    (2)

  cos

 (3)

  



 (4)

   (5)

은 두 원의 중심과 두 원이 만나는 교점을 이은 삼각

형의 넓이( ,)들의 합으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sin (6)

   (7)

위에서 구한  ,의 식 (5),(7)를 이용하여 광고 범

위()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8)

에 포함되어 있는 릴레이 단말의 수가 3이상일 경

우 단말의 분포에 따라 다음의 ②, ③과 같은 2가지 조

건을 고려한다. 

② (  ) & {(max  
) | (min  


)}, ≧ 

기준 릴레이 단말 의 전송범위()와 릴레이 단말 

의 전송범위()가 만나는 2개의 교점 중 큰 각

도를  
 , 작은 각도를 

 로 정의하며, max는 
 의 

최대값, min은 
 의 최소값으로 정의한다. 

②의 조건은 기준 릴레이 단말()과 최종적으로 

중첩되는 릴레이 단말()의 교점의 각도 


,

가 최대값(max) 또는 최소값(min )
이 되는 경우의 조건으로 그림 5와 같고, 이어서 나오는 

조건 ③의 경우 
,

이 최대값과 최소값이 

아닌 경우의 조건으로 그림 6과 같다.

그림 5.     일 때, ②의 조건을 만족하는 단말 분포

Fig. 5 Devices’ distribution satisfying constraint ② when 
  i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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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일 때, ③의 조건을 만족하는 단말 분포

Fig. 6 Devices’ distribution satisfying constraint ③ when 
  is 3

에 포함되는 릴레이 단말들은 기준 릴레이 단말 

의 전송 범위와 중첩되고, 전송 범위 내에서 가장 멀리 

위치한 단말이기 때문에 ③의 조건이 2번 이상 발생하

는 경우는 없다고 가정한다. 즉, 2가지 조건은 최종적으

로 중첩되는 릴레이 단말에 대한 조건이며, 그 밖의 모

든 단말은 ②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가정한다.
에 포함되어 있는 릴레이 단말의 수가 이고 조건 

②에 해당 하는 분포는 그림 7과 같고 광고 범위()는 

①의 조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각 원의 넓이와 중첩되는 

호의 넓이들의 합(
)과 각 원의 중심과 두 원이 만나

는 교점을 이은 다각형의 넓이들의 합(
)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각 원의 넓이와 중첩되는 호의 넓이들의 합(
)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9)

삼각형(
 ) 이외에 세 개의 원의 중심점으로 생긴 

삼각형(
 )이 존재한다. 즉, 각 원의 중심과 두 원이 

만나는 교점을 이은 다각형의 넓이들의 합(
)은 



과 
 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0)


 






 (11)




 
 (12)

그림 7.     일 때, ②의 조건을 만족하는 단말 분포

Fig. 7 Devices’ distribution satisfying constraint ② when 
  is n

각 원의 넓이와 중첩되는 호의 넓이들의 합(
)과 

각 원의 중심과 두 원이 만나는 교점을 이은 다각형의

넓이들의 합(
)을 이용하여 광고 범위()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3)

③ (  ) & {(max≠
 ) & (min≠


 )}, ≧ 

에 포함되어 있는 릴레이 단말의 수가 이고 

조건 ③에 해당 하는 분포는 그림 8과 같다. ③의 조

건은 최종 단말에 대한 조건으로 그 밖의 단말들은 

②의 조건을 따른다. 즉, 까지의 단말은 ②의 

조건을 따르기 때문에 은 (13)의 식을 이용하

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그림 8.     일 때, ③의 조건을 만족하는 단말 분포

Fig. 8 Devices’ distribution satisfying constraint ③ when 
   is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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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최종 단말 에 대한 넓이는 세 개의 원(, , 

)의 넓이 
 , 

와 의 중첩되는 두 원(, 

)의 넓이 
 를 이용하여 D2D 광고 범위()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5)

Ⅳ. 성능 평가 결과 분석

소셜 커머스 기반 D2D 광고에 대한 시뮬레이션 시, 
AP의 섹터의 개수를 1개, 3개, 6개의 섹터로 나누어 시

뮬레이션을 수행하며, 그에 따른 광고 확산 효과는 그

림9, 그림10과 같다. 유효 광고 범위 반경은  , AP
의 전송 반경은  , 릴레이 단말의 전송 반경()은 

,,,,로 가정하였다. 광고 확산을 위한 

릴레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정한다.
① 랜덤으로 배치한 단말들 중 AP의 전송범위 내에서 

각 섹터 별로 가장 멀리 위치한 단말(A)을 릴레이 단

말로 선정

② 직전 릴레이 단말(처음 일 경우 AP)의 전송 범위와 

선정된 릴레이 단말(A)의 전송 범위가 중첩되는 범

위 내에 있는 단말은 릴레이 단말로써 선정 배제

③ 선정된 릴레이 단말(A)의 전송 범위 내에 있는 단말 

중 릴레이 단말(A)로부터 가장 멀리 위치하는 동시

에 AP를 기준으로 직전 릴레이 단말(A) 보다 멀리 

위치한 단말(B)을 다음 릴레이 단말로 선정

④ ②, ③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광고 범위를 

확산

본 시뮬레이션을 통해 유효 광고 범위 내에서 광고 

확산 효과로 인해 확산된 전체 D2D 범위와 평균 릴레

이 단말의 개수, 단위 단말 당 평균 광고범위에 대한 시

뮬레이션 결과 및 시뮬레이션의 정확한 D2D 범위 값과 

수학적 분석에 의한 D2D 범위 값의 오차에 대해 분석

한다. 

 

그림 9. 섹터의 수가 3일 때, 광고 확산 효과

Fig. 9 Advertisement dissemination effect  when number 
of sectors is 3

그림 10. 섹터의 수가 6일 때, 광고 확산 효과

Fig. 10 Advertisement dissemination effect when number 
of sectors is 6

4.1. 정규 D2D 커버리지

다음 시뮬레이션 결과 값은 무작위로 배치한 단말의 

개수(Number of Users) 대비 전체 정규D2D 커버리지

(Normalized Overall D2D Coverage)를 나타낸다.

정규 커버리지유효광고범위
전체 커버리지 (16)

전체 D2D 범위는 단말의 개수가 많을수록 증가하다

가 일정 단말의 개수에서 포화(saturation) 상태가 된다. 
단말의 전송 범위를 작게 설정할 경우 포화상태에 접어

드는 초기 단말의 개수가 증가한다. 단말의 전송 범위

를 일정 기준 보다 작게 설정할 경우 릴레이 단말의 전

송 범위 내에 다른 단말이 존재할 가능성이 희박하여 

광고가 확산 되지 않는다. 섹터의 수가 1 일 경우 전체 

D2D 범위는 유효 광고 범위 대비 최대 20%의 광고 범

위를 확보하며, 섹터의 수가 3일 경우에는 최대 50%, 



D2D 통신을 이용한 소셜커머스 광고 커버리지 분석

1553

섹터의 수가 6일 경우에는 최대 60%의 광고 범위를 확

보한다. 섹터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광고 범위 또한 크

게 증가하지만 단말의 전송 범위가 클 경우 AP 전송 범

위 내의 섹터에서 선정된 릴레이 단말이 다른 섹터에서 

릴레이 단말을 선정 할 때 영향을 주고, 광고 확산을 위

한 릴레이 단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변 단말에 영향

력이 크게 작용하여 섹터의 수가 3일 경우와 6일 경우

에 증가한 섹터 수에 비해 증가한 광고 범위는 작다. 반
면, 단말의 전송 범위가 작을 경우 릴레이 단말 선정 과

정에서 다른 섹터 및 주변 단말에 영향력이 크게 작용

하지 않으므로 섹터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11-13에서 실선은 시뮬레이션의 정확한 D2D 범

위값을 의미하며 점에 의한 값은 수학적 분석에 의한 

D2D 범위값을 의미한다. 섹터의 수가 1일 경우 섹터 간 

광고 범위의 중첩이 존재 하지 않으며 비교적 단순한 

중첩 조건에 의하여 오차가 매우 작다. 하지만 섹터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섹터 간 광고 범위의 중첩이 발생

하고 발생한 중첩 영역은 수식으로 표현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차가 증가한다. 또한 

무작위로 배치된 단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고려해야 

할 복잡한 중첩 조건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모든 중첩 

조건을 고려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단말의 

전송 범위를 크게 설정할 경우 섹터 간 광고 범위의 중

첩에 대한 영향력과 고려되지 않은 중첩조건에 대한 범

위의 영향력이 커져서 오차가 증가하게 된다.

그림 11. 섹터의 수가 1일 때, 전체 정규 D2D 커버리지

Fig. 11 Normalized overall D2D coverage when number 
of sectors is 1

그림 12. 섹터의 수가 3일 때, 전체 정규 D2D 커버리지

Fig. 12 Normalized overall D2D coverage when number 
of sectors is 3

그림 13. 섹터의 수가 6일 때, 전체 정규 D2D 커버리지

Fig. 13 Normalized overall D2D coverage when number 
of sectors is 6

4.2. 평균 Relay 단말의 수

다음 시뮬레이션 결과 값은 무작위로 배치한 단말의 

개수 대비 평균 릴레이 단말의 개수(Average Number of 
Relays)를 나타낸다.

섹터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AP가 광고 확산을 위

해 선정하는 릴레이 단말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즉, 섹터의 수가 1일 경우 AP는 전송 범위 내에 가

장 멀리 있는 하나의 단말을 릴레이 단말로 선정하여 

광고를 확산하고 섹터의 수가 3일 경우 AP의 전송 범위

를 3개의 섹터로 나누고 각 섹터 별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단말을 각각 릴레이 단말로 선정하는 것으로 총 3
개의 릴레이 단말을 선정한다. 그러므로 섹터의 수가 

증가하면 릴레이 단말의 수는 증가한다. 하지만 단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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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범위가 클 경우 직전 릴레이 단말의 전송 범위와 

선정된 릴레이 단말의 전송 범위가 중첩되는 범위 내에 

있는 단말은 다음 릴레이 단말로써 선정을 배제한다는 

조건에 의해 각 섹터간의 영향력이 커져 적당한 릴레이 

단말을 선정하지 못 할 경우가 존재하며 그에 따라 릴

레이 단말 수의 증가율이 감소한다. 또한 릴레이 단말

의 전송 범위 내에 있는 단말 중 가장 멀리 있는 단말을 

선정하는 조건에 따라 유효 광고 범위 내에서 적은 수

의 릴레이 단말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포화 상태가 빠르

며 섹터의 수에 따라 증가율이 크지 않다. 반면 단말의 

전송 범위가 작을 경우 섹터간의 영향력이 적고 유효 

범위 내에 많은 수의 릴레이 단말이 존재 할 수 있기 때

문에 섹터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크게 증가한다. 

그림 14. 섹터의 수가 1일 때, 평균 Relay 단말 수

Fig. 14 Average number of relays when number of sectors 
is 1

그림 15. 섹터의 수가 3일 때, 평균 Relay 단말 수

Fig. 15 Average number of relays when number of sectors 
is 3

그림 16. 섹터의 수가 6일 때, 평균 Relay 단말 수

Fig. 16 Average number of relays when number of sectors 
is 6

또한 단말의 전송 범위가 작을수록 광고 확산을 위해 

단말의 수가 많아 밀집도가 높아야하기 때문에 단말의 

전송 범위가 작을수록 포화 상태에 접어드는 초기 단말

의 개수가 크다. 하지만 단말의 전송 범위가 일정 범위

보다 작을 경우 릴레이 단말의 전송 범위 내에 단말이 

존재 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릴레이 단말의 수의 

변화가 거의 없다.

4.3. 단위 단말 당 광고 커버리지

다음 시뮬레이션 결과 값은 무작위로 배치한 단말의 

개수 대비 단위 단말 당 평균 D2D 범위(Average D2D 
Coverage)를 나타낸다.

평균 범위 평균단말의개수
정규 커버리지 (17)

릴레이 단말 선정 시 가장 멀리 있는 단말을 선정하

는 조건에 따라 중첩이 발생하지 않는 단위 단말 당 광

고 범위는 거의 유사하여 단말의 개수, 섹터의 수에 상

관없이 일정하고, 단말의 전송 범위가 클수록 단위 단

말 당 광고 범위는 크다. 섹터의 수가 작고 단말의 전송 

반경이 작으며, 단말의 수가 적을 경우 평균 릴레이 단

말의 수가 1 보다 작은 경우가 발생하여 일정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된다. 또한 전체 D2D 범위에는 AP의 전송 

범위가 포함되어 있어 일정하지 않은 결과에 영향을 

준다. 섹터의 수가 작을수록, 단말의 반경이 작을수록, 
단말의 개수가 적을수록 평균 릴레이 단말의 개수에 



D2D 통신을 이용한 소셜커머스 광고 커버리지 분석

1555

대한 영향력과 AP의 전송 범위에 대한 영향력이 커져 

더 큰 변화가 발생한다. 하지만 단말의 개수가 증가하

면 일정한 결과 값에 수렴한다. 섹터의 수가 클수록 단

말의 전송 범위가 클수록 더 빠르게 일정한 값에 수렴

한다.
단말의 전송 범위가 큰 경우에는 적은 릴레이 단말의 

수로 넓은 광고 범위를 확보할 수 있으나, 전송 파워의 

증가로 인해 릴레이 단말들의 배터리 소모가 상대적으

로 커지게 되고 중첩되는 범위가 많아 불필요한 전송이 

많아질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단말의 전송 범위가 작을 

경우에는 배터리 소모 및 불필요한 전송은 감소되지만 

상대적로 좁은 전송 범위를 확보하게 된다. 

그림 17. 섹터의 수가 1일 때, 평균 D2D 범위

Fig. 17 Average D2D coverage when number of sectors 
is 1

그림 18. 섹터의 수가 3일 때, 평균 D2D 범위

Fig. 18 Average D2D coverage when number of sectors 
is 3

그림 19. 섹터의 수가 6일 때, 평균 D2D 범위

Fig. 19 Average D2D coverage when number of sectors 
is 6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D2D 통신을 이용하여 소셜 커머스 상

품을 광고하는 시나리오에 대해 제안하였다. D2D 통신

을 이용한 광고는 사용자에 의한 광고 확산 효과로 저

비용/고효율 광고가 가능하며 사업자가 원하는 유효 범

위 내에서 인접한 사용자들에게 광고를 전송하기 때문

에 근접성 및 실시간성 등의 광고가 가능하다. 이러한 

D2D 통신을 이용한 광고가 원하는 유효 광고 범위 내

에서 얼마나 확산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단말의 

전송 범위를 크게 설정할 경우 단말의 밀집도가 적은 

환경에서 넓은 광고 범위를 확보 할 수 있으나, 전송 파

워의 증가로 인해 릴레이 단말들의 배터리 소모가 커지

게 되고 중첩되는 범위가 많아 불필요한 트래픽이 발생

이 많아지게 된다. 반면 단말의 전송 범위를 작게 설정

할 경우 배터리 소모 및 불필요한 트래픽은 감소되지만 

상대적으로 좁은 광고 범위를 확보하게 된다. 주변 환

경에 적절한 단말 전송 범위 및 섹터의 수 등의 파라미

터를 설정한다면 배터리 소모 및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비용/고효율 광고가 가능하다.
향후에는, 본 논문에서 연구한 결과를 기반으로 단말

의 배터리 소모를 절약하는 동시에 더 넓은 D2D 커버

리지를 얻을 수 있는 알고리즘에 대해 연구하고, 스마

트폰을 이용한 구현을 통하여 실제적인 환경에서의 광

고 확산 효과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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