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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들의 밀집도 정보를 기반으로 설정된 목표지역과 릴레이 단말의 수를 제한한  환경에서 광
고 확산을 위한 최대 거리 기반 릴레이 단말 선택 알고리즘과 최대 효율 기반 릴레이 단말 선택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
교 분석하였다. 최대 거리 기반 릴레이 단말 선택 알고리즘은 단말간의 거리 정보만을 이용하여 릴레이 단말을 선택
하고, 최대 효율 기반 릴레이 단말 선택 알고리즘은 설정된 목표지역들을 활용하여 최대 광고 효율을 위한 광고 확산 
루트를 설정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광고를 섹터 수의 변화에 따른 성공적으로 수신한 전체 사용자 수와 전송 효
율에 대한 성능을 비교하여, 최대 거리 기반 릴레이 단말 선택 알고리즘 보다 최대 효율 기반 릴레이 단말 선택 알고
리즘 성능의 우수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evaluated the performance of D2D advertisement dissemination algorithms with maximum- 
distance and transmission-efficiency based relay selections with respect to the total number of successfully received 
users and transmission efficiency. To assume more practical environment, we took into account pre-defined 
target-areas based on the information of user density and the limit for the maximum number of relay users. Through the 
simulations we compared the performance results of both D2D advertisement dissemination algorithms with 
maximum-distance and transmission-efficiency based relay selections according to increment of the number of sectors. 
And then, we analysed the superiority of algorithm with transmission-efficiency based relay selections more than 
maximum-distance based relay selections.

키워드 : D2D 통신, 광고 확산 알고리즘, 최대 거리, 전송 효율, 릴레이 단말 선택

Key word : D2D Communications, Advertisement Dissemination Algorithm, Maximum-Distance Based Relay Selection, 
Transmission-Efficiency Based Relay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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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섹터의 수가 3 이고 릴레이 전송 수의 제한이 없을 때, 
최대 효율 기반 릴레이 단말 선택 알고리즘을 이용한 광고 확산

Fig. 2 Advertisement dissemination using the maximum 
efficiency based relay selection when the number of 
sectors is 3 without the limit for the number of relays

그림 1. 섹터 수가 3 이고 릴레이 수의 제한이 없을 때, 최대 

거리 기반 릴레이 단말 선택 알고리즘을 이용한 광고 확산

Fig. 1 Advertisement dissemination using the maximum 
distance based relay selection when the number of 
sectors is 3 without the limit for the number of relays

Ⅰ. 서  론

최근 모바일 단말들과 트래픽이 급증함에 따라 트래

픽 과부하 및 무선자원 고갈 등의 문제로 기존의 셀룰

러 네트워크의 기지국 중심 통신 구조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1,2]. D2D(Device-to-Devicee) 통신은 인접한 

단말간에 기지국 없이 직접 통신하는 기술로써 기지국

의 트래픽 부하를 감소시켜주며, 기지국과 동일한 주파

수 자원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주파수 자원의 재사

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3,4]. 이와 같이 주파수 자원

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D2D통신의 연구가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D2D 통신을 이용한 다양한 

use-case들도 연구되고 있다[5-10]. 또한 D2D 통신에서

는 인접성을 기반으로 높은 데이터 전송률, 저지연 통

신 그리고 저전력 통신이 가능하다[1,3,4]. 
D2D 통신과 온라인 공동구매 방식의 소셜커머스 서

비스의 결합을 통한 광고 시나리오 및 알고리즘에 대해  

[11,12]에서 제안하였고, 최대 거리 기반 릴레이 단말 

선택 알고리즘을 통한 성능을 분석하였다. 거리 정보만

을 이용하여 릴레이 단말을 선정하는 최대 거리 기반 

릴레이 단말 선택 알고리즘은 방향성 없이 무작위로 광

고가 확산 된다. 그래서 광고가 특정 지역에 집중 되는 

현상이 발생 할 뿐만 아니라 릴레이 단말 간의 중첩 되

는 현상이 발생하여 비효율적으로 광고가 확산된다.
기존의 TV, 라디오, 옥외광고와 같은 값비싼 광고 매

체들은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데 비용적인 면에서 어

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제안한 시나리오는 소셜커머스

와 D2D 통신의 특징에 따라 저비용 고효율의 광고가 가

능하다. 소셜커머스는 일정 수 이상의 사람들이 구입을 

결정할 경우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구

입할 수 있는 공동구매 특징이 있다. 그리고 소셜커머스 

서비스의 할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인접한 단말과 

D2D 통신을 통해 자발적으로 광고를 확산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들이 특정 지역에 밀집해 있고 

릴레이 단말의 전송 수를 제한한 환경에서, 최대 거리 

기반 릴레이 단말 선택 알고리즘과 최대 효율 기반 릴

레이 단말 선택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분석한다.

Ⅱ. 소셜커머스 서비스를 위한 D2D통신 기반 

광고 확산 알고리즘

광고 전송을 시작하는 D2D Access Point (AP) 는 광

고를 확산하기 위해 릴레이 단말들을 선정해야 한다. 
D2D AP의 전송 반경 내에 있는 모든 단말들은 AP로부

터 전송된 광고를 수신하고, 선정된 릴레이 단말은 자

신의 통신 범위 내에 있는 단말 중에서 다음 차례의 릴

레이 단말을 선정함으로써 광고가 점차적으로 확산되

게 된다. D2D AP는 광고 전송을 시작 할 때, 광고의 원

활한 확산을 위하여 통신 범위를 임의의 섹터 수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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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섹터 수가 3, 전체 릴레이 수가 30, 섹터 당 릴레이 단말 

수가 10 일 때, 최대 거리 기반 릴레이 단말 선택 알고리즘을 이용

한 광고 확산

Fig. 3 Advertisement dissemination using the maximum 
distance based relay selection algorithm when number 
of sectors, total relays and relays per sector is 3, 30 
and 10, respectively

그림 4. 섹터 수가 3, 전체 릴레이 수가 30, 섹터 당 릴레이 단말 

수가 10 일 때, 최대 효율 기반 릴레이 단말 선택 알고리즘을 이용

한 광고 확산

Fig. 4 Advertisement dissemination using the maximum 
efficiency based relay selection algorithm when number 
of sectors, total relays and relays per sector is 3, 30 
and 10, respectively

눌 수 있다. 각 섹터 당 하나의 릴레이 단말을 선정한다

고 가정하면 섹터의 수가 많을 경우 동시에 광고가 확

산되는 수가 많아진다. 광고를 한번이라도 수신한 사용

자는 더 이상 광고를 수신하지 않으며 릴레이 단말이 

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고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분포를 따른다. 
고밀도 지역은 광고 확산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선적인 광고 전달 목표 지역으로 설정 할 수 있다. 최
대 효율 기반 릴레이 단말 선택 알고리즘에서 D2D AP
는 통계적인 자료를 통해 사전에 사용자 밀집도가 높은 

지역의 좌표 정보를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광고 확산

을 위한 최대 거리 기반 릴레이 단말 선택 알고리즘은 

그림 1과 같이 목표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최대 효율 기

반 릴레이 단말 선택 알고리즘은 그림 2와 같이 통계적

인 자료로써 사전에 알고 있는 목표지역을 고려하는 것

으로 구체적인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2.1. 최대 거리 기반 릴레이 단말 선택 알고리즘 (MDRSA 

: The Maximum Distance based Relay Selection Algorithm)

➀ D2D AP의 통신 범위를 임의의 섹터 수로 분할한다.
➁ 각 섹터 별로 D2D AP와 가장 멀리 있는 단말을 릴레

이 단말()로 선정한다.

➂ 의 통신 범위 안에 있는 단말 중 과의 거리가 

가장 멀리 있는 단말을 다음 릴레이 단말()로써 

선정한다.
➃ ➁~➂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최종 릴레이 

단말()까지 순차적으로 선정하여 광고를 확산

한다.

2.2. 최대 효율 기반 릴레이 단말 선택 알고리즘 (MERSA 

: The Maximum Efficiency based Relay Selection Algorithm)

➀ D2D AP의 통신 범위를 임의의 섹터 수로 분할한다.
➁ D2D AP를 기준으로 목표지역들의 각도를 계산하고 

나누어진 섹터의 각도 범위에 해당되는 섹터에 목표

지역을 할당한다. 섹터의 각도 범위는 다음과 같다. 




×≦  


×

≦ ≦                             (1)

는 번째 섹터의 각도 범위를 나타내며 는 분할

된 섹터의 수를 의미한다.
➂ 각 섹터 별로 할당된 목표지역들을 이용해 최대광고 

효율을 위한 광고 확산 루트를 설정한다. 
- 광고 확산을 위한 첫 번째 목표지역()을 처음으로 

할당된 목표지역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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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섹터 수에 따른 광고 효율 

Fig. 6 Transmission Efficiency vs. Number of Sectors 

그림 5. 섹터 수에 따른 광고를 성공적으로 수신한 사용자 수 

Fig. 5 Total Number of Successfully Received Users 
vs. Number of Sectors 

- 과 가장 가까운 목표지역을 광고 확산을 위한 두 

번째 목표지역()으로 선정한다.

- 위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광고 확산을 위한 최종 

목표지역()까지 선정하면서 광고 확산 루트를 설

정한다.
➃ D2D AP는 섹터 당 설정된 과 가장 가까운 단말을 

릴레이 단말()로 선정한다. 

➄ 의 통신 범위 안에 있는 단말 중 과 가장 가까운 

단말을 다음 릴레이 단말()로써 선정한다. 의 

통신 범위 안에 이 존재 한다면 첫 번째 목표지역

에 광고를 확산하였기 때문에 다음 목표지역인 를 

기준으로 릴레이 단말을 선정한다.
➅ ➄의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최종 릴레이 

단말인 까지 선정하면서 최종 목표지역인 까지 

광고를 확산한다.  
➆ ➂에서 광고 확산을 위한 을 두 번째로 할당된 목

표지역부터 마지막으로 할당된 목표지역까지  설정

하면서, ➂~➅의 과정을 반복한다. 다양한 광고 확산 

루트를 통해 얻은 광고 효율 결과들을 비교하여 최

대 광고 효율을 결정한다.

Ⅲ. 성능 평가 및 결과 분석

시뮬레이션 시, 유효 광고 범위의 반경은  , 
D2D AP와 릴레이 단말의 전송 반경은 각각  , 
로 가정하고, 유효 범위 내에 개의 단말과 반

경이 인 9개의 목표지역을 임의로 분포시켰다. 
는 사용자 밀집도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비

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4, 8, 12로 가정하였다. 현실적으

로 많은 릴레이를 이용하여 광고를 확산하는 것은 어려

움이 있어, 전체 릴레이 수()와 섹터 당 릴레이의 수

()를 30, 10으로 각각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

한다. 위와 같은 환경에서 최대 거리 기반 릴레이 단말 

선택 알고리즘 및 최대 효율 기반 릴레이 단말 선택 알

고리즘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광고 확산 결과는 그림 

3, 4와 같다.
섹터의 수()에 따라 최대 거리 기반 릴레이 단말 

선택 알고리즘과 최대 효율 기반 릴레이 단말 선택 알

고리즘을 통해 광고를 성공적으로 수신한 사용자들의 

수(Total Number of Successfully Received Users : 
)는 그림 5와 같다. 최대 거리 기반 릴레이 단말 선

택 알고리즘의 경우 목표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단말간

의 거리 정보만을 이용하여 릴레이 단말을 선정하기 때

문에 방향성 없이 무작위로 광고가 확산 된다. 그래서  

릴레이 단말 간의 중첩 및 광고가 특정 지역에 집중 되

는 현상이 발생하여 가 최대 효율 기반 릴레이 단

말 선택 알고리즘에 비하여 적다. 가 클수록 목표

지역에 집중되는 사용자의 수는 증가하기 때문에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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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광고를 확산하는 최적 방안은 의 증가폭이 

크다. 각 섹터 당 전송 할 수 있는 릴레이 단말의 수가 

많을수록 각 섹터에 할당된 모든 목표지역에 광고를 확

산할 기회가 증가한다. 하지만 섹터 당 전송 할 수 있는 

릴레이 단말의 수가 적어질수록 목표지역까지 광고를 

확산하기 전에 광고가 종료되어 효율적으로 광고가 확

산 되지 않는다. 즉, 가 3 보다 클 경우 의 제한 

때문에 각 섹터 당 릴레이 단말의 수가 감소하여 를 

만족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목표지역에 광고를 확산할 

확률이 줄고 사용자가 집중되어 있지 않은 곳에 주로 

광고가 확산되어  가 감소한다. 주로 저밀도 지역

에 광고를 확산하기 때문에 에 따른 의 영향

이 감소하며, 가 6일 경우 거의 유사해진다. 가 3

일 경우 각 광고를 확산하는 릴레이 단말의 수가 와 

를 만족하기 때문에 가 가장 크다. 가 3보

다 작을 경우 섹터의 수는 적고 의 제한 때문에 

가 3 이상일 경우 보다 전체 릴레이 수()가 감소하

여 가 감소한다.

와 광고를 확산하기 위한 를 통해 광고 효

율(Transmission Efficiency =  )을 구할 수 

있다. 는 와 의 제한을 초과 할 수 없기 때

문에 최대 거리 기반 릴레이 단말 선택 알고리즘과 최

대 효율 기반 릴레이 단말 선택 알고리즘의 는 동

일하다. 하지만 최대 효율 기반 릴레이 단말 선택 알고

리즘이 최대 거리 기반 릴레이 단말 선택 알고리즘에 

비해 가 많기 때문에 최대 효율 기반 릴레이 단말 

선택 알고리즘의 광고 효율이 더 좋은 것을 그림 6에서 

볼 수 있다. D2D AP의 전송 반경은 이고 릴레이 

단말의 전송 반경은 이기 때문에 처음에 D2D AP
가 광고를 확산 할 때 가장 많은 사용자들이 광고를 수

신하게 된다. 그 이후로 릴레이 단말에 의하여 광고를 

수신하는 사용자들의 수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광

고 효율은 가 1일 경우 가장 크다. 가 증가 할수록 

결정된 광고 확산 루트들의 광고 효율은 모두 동일하지 

않고 감소하게 된다. 또 가 3 이상일 경우 는 감

소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고 효율은 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Ⅳ. 결  론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은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경향이 크고, 특별한 이득 없이 릴레이를 수행하는 것

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성능분석에서 릴레이 단말의 

수를 제한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소셜커머스 서비스

와 D2D 통신의 결합을 통한 최대 거리 기반 릴레이 단

말 선택 알고리즘 및 최대 효율 기반 릴레이 단말 선택 

알고리즘의 광고를 성공적으로 수신하는 사용자의 수

와 광고 효율을 비교 분석하였다. 릴레이 단말 수 제한

에 따라 최대 거리 기반 릴레이 단말 선택 알고리즘 및 

최대 효율 기반 릴레이 단말 선택 알고리즘의 광고 확

산을 위한 릴레이 단말의 수는 섹터의 수가 3일 때, 최
대 30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최대 거리 기반 릴레이 단

말 선택 알고리즘은 목표지역을 고려하지 않아 광고가 

무작위로 확산되어 광고를 성공적으로 수신하는 사용

자의 수가 섹터의 수가 3일 때, 최대 570개의 단말로써 

상대적으로 적어 광고 효율이 19%로 좋지 않다. 반면

에 최대 효율 기반 릴레이 단말 선택 알고리즘은 사용

자 밀집도가 높은 목표지역을 고려하여 광고를 확산하

기 때문에 섹터의 수가 3일 때, 최대 1100개의 단말이 

성공적으로 광고를 수신하여 광고 효율 34%로 최대 

거리 기반 릴레이 단말 선택 알고리즘보다 약 15%로 

더 좋다. 
섹터의 수 및 제한된 릴레이 단말의 수, 사용자 밀집

도의 비율, 결정된 광고 확산 루트 등의 여러 가지 환경

에 따라 광고를 수신하는 사용자의 수 및 광고 효율이 

달라진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매개 변수

를 적절히 설정해야 광고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확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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