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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기지국의 도움없이 인접한 기기 간에 직접 통신을 수행하는  D2D 단말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인접

한 D2D 단말로 릴레이하는 환경을 가정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신한 전체 단말의 수를 최 화하기 위

하여 모든 데이터 수신 단말들이 자신의 전송 범위 내의 인접 단말들에게 데이터를 릴레이하는 Epidemic 라우팅을 

고려하였다. 또한,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하여 특정 지역에 다양한 밀도로 단말이 밀집되어 분포하는 상황에 

한  MATLAB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D2D SD의 전송 범위와 이 데이터를 릴레이 하는 다른 D2D 
단말들의 전송 범위를 파라미터로 설정하여 Epidemic 라우팅의 데이터 확산 성능에 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by using D2D communications that perform direct communications among devices within small 
transmission range of each device without base station, we assume that a device generates and transmits data packets to 
other proximate devices and the devices which receive the data packets relay those to other adjacent devices. To 
maximize the total number of devices which successfully receive data packets, Epidemic routing protocol is considered 
in this paper. In Epidemic routing protocol, all devices which received data packets try to relay the packets to other 
adjacent devices. We assume various network environment where devices are densely distributed in specific 
area(crowded area). In this environment, D2D SD can be a source node and D2D devices can be relay nodes. By setting 
transmission range of D2D SD and D2D devices as parameters, we analyze performance results of coverage 
probability of Epidemic routing protocol through intensive sim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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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모바일 사용자 수의 급증, 데이터 트래픽을 사

용하는 스마트 디바이스 수의 증가, 그리고 비디오와 

같은 고용량 데이터의 사용의 증가로 인하여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성향을 

기반으로 CISCO 사에서는 자체조사를 통해 2020년까

지 매월 소비되는 트래픽의 양이 2015년 비 10배 이

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1].

이러한 전 세계에 걸친 트래픽 양의 증가에 한 

안으로 기지국을 이용하지 않고 단말들끼리 직접적으

로 통신을 수행하는 Device-to-Device(D2D) 통신 기술

이 각광받고 있다[2]. D2D 통신 환경에서는 기지국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통신 방식에서 기지국에 

집중되는 트래픽을 분산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두 단말이 상호간에 물리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저

전력으로 빠른 통신을 수행하며 통신 스펙트럼에서의 

효율성 또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단말들이 밀집된 지역을 광고 릴레

이 전송을 위한 목표지역으로 설정하고 섹터를 나누거

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이 목표지역들을 

그룹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각의 그룹 당 광고 전송 

루트를 확립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3, 4]. 그리고 이 

방식을 통해 D2D 통신의 종류 중 하나인 WiFi Direct를 

이용한 소셜 커머스 D2D 광고 전파 알고리즘과 이를 

통한 D2D 릴레이 전송을 수행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릴레이 시 각 그룹 당 하나의 단말만 선택하여 

광고를 전송하기 때문에 전송 루트근처에 분포되어 있

지 않은 단말은 광고 전송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며, 

단말 분포에 따라 전송 루트에 릴레이할 단말이 없어, 

광고가 목표지역에 도달하지 못하고 전송 도중에 종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D2D 전송 범위 내 모든 단말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Epidemic Routing Protocol을 고려

하였고, 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단말이 데이터를 수신

하였는가를 확인하는데 이용한 포함 확률(Coverage 

Probability, 데이터를 받은 단말 수/전체 단말 수)과 

이 값의 특정 값 이상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최소 D2D 

단말의 전송 범위를 분석하였다[5]. 본 논문에서는 

보다 다양한 환경에서 이 성능을 비교 분석함으로서 

Epidemic Routing Protocol의 실제 통신 환경으로의 적

용 가능성과 그 효용성을 기 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본 논문 구성의 II장에서는 D2D 데이터 릴레이에 사

용된 Epidemic Routing Protocol의 동작 방식에 해 기

술한다. III장에서는 II장에서 소개한 Epidemic Routing 

Protocol을 적용한 데이터 전송 방식에 해 자세히 기

술하고, IV장에서는 III장에서 소개한 데이터 전송방식

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다양한 단말 분포 환

경에서의 성능을 비교분석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

는 논문에 한 결론을 서술한다.

Ⅱ. Epidemic 라우팅

본 논문에서는 D2D 통신을 위한 데이터 확산 방식

에 적용하기 위해 Epidemic Routing Protocol 방식을 

사용하였다 [6]. Epidemic Routing Protocol은 재난 상

황이나 군 지역과 같은 기본적인 통신 인프라(eg., 기

지국)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나 모바일 센서 네트워

크와 같은 애드혹 네트워크 환경에 적용하기 위하여 

고안된 방식이다. 이 방식의 일차적인 목적은 전송 범

위가 닿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특정 노드로 메시지를 

전송하려고 할 때 높은 확률로 목표 단말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이다. 그 외에 전반적인 목표는 자신의 주

위 단말들에게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메시지 전송률

을 최 화하고 메시지 전송 지연을 최소화하며 동시

에 메시지 발송 시 소비되는 시스템 리소스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

그림 1은 Epidemic Routing Protocol을 통해 통신이 

수행되는 하나의 예이다. 그림1(a)에서 메시지를 생성

한 소스 노드 S가 자신의 전송 범위 내에 위치한 C1, C2 

노드들에게 메시지를 전송한다. 그림1(b)에서는 그림

1(a)로부터 t2-t1만큼의 시간이 지나 메시지를 전송 받

았던 C2 노드가 자신의 전송 범위 내에 들어온 노드 C3

로 자신이 받았던 메시지를 전송하고 노드 C3가 다시 

노드 D로 자신이 받았던 메시지를 릴레이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각 노드들은 자신이 가장 최근에 연결되었었던 한 노

드의 캐시를 저장하여 반복적인 통신 연결을 방지하고 

각각 자신들이 가진 메시지에 한 summary vector를 

저장하여 동일한 메시지 전송의 수행을 방지한다. 

그림 2는 Epidemic Routing Protocol을 적용한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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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노드 B가 summary vector를 이용해 메시지 교환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일단 노드 A와 노드 B가 서로 전송 범위 내에 위치되

며 통신 연결을 수행한다.

2) 노드 A가 노드 B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에 

한 summary vector, SVA를 전송한다.

3) 노드 B가 수신 받은 SVA와 자신의 summary vector

인 SVB의 논리 연산을 통해 두 summary vector의 차

집합을 구하여 노드 B가 가지고 있지 않은 메시지를 

판단한다.

4) 노드 B가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메시지를 요청하

는 Request를 노드 A에게 송신한다.

5) 노드 A가 요청받은 메시지를 노드 B로 전송한다.

6) 노드 B가 새로운 노드와 접촉하게 되면 자신이 받았

던 메시지를 위 과정의 반복을 통해 릴레이 한다.

Epidemic Routing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통신이 연

결되는 모든 노드에게 전염병이 전파되어 나아가는 것

과 같이 메시지 전송을 수행하는 방식이며 본 연구에서

는 데이터 확산 방식으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브로드

캐스트 모드를 사용하였다고 가정한다[6].

Fig. 1 Epidemic Routing Protocol Overview

Fig. 2 Example of exchanging messages between node 
A and node B

Ⅲ. D2D 데이터 확산

본 논문에서는 D2D 통신을 이용하는 되도록 많은 

수의 단말들에게 데이터를 확산하기 위해 Epidemic 

Routing Protocol을 적용하였다. 분포된 단말들은 현재 

기지국과 통신할 수 없어 기지국을 사용할 수 없으며 

때문에 애드혹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을 수행해야 한다

고 가정한다(eg., 재난, 군사 작전 지역). 본 연구의 시나

리오는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를 생성하는 소스 노드인 D2D SD(Source 

Device)가 설정된 자신의 전송 반경 내에 위치된 다

른 D2D 단말들에게 단 한번 데이터를 전송한다.

2) 1)에서 데이터를 전송받은 D2D 단말들은 자신의 전

송 범위 내 단말들 중 아직 데이터를 수신하지 못한 

다른 D2D 단말들에게 데이터를 전송한다.

3) 위의 2) 과정을 반복해 D2D SD를 중심으로 수행된 

단말 릴레이의 모든 전송 범위 내에 위치한 모든 단

말들이 데이터를 수신하면 D2D 데이터 확산이 종료

된다.

Epidemic Routing Protocol을 적용한 방식은 전송 가

능한 모든 릴레이 루트를 고려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단말 분포 상황에서 데이터를 전송

할 릴레이 루트가 존재하기만 하면 목표로 설정한 단말

로 확실하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존에 연구하였던 섹터를 나누거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전송 루트를 설정하고 목표지역

을 향해서만 릴레이 단말을 선정하였던 방식에서 벗어

나 전송 루트 외에 분포된 단말들까지 모두 데이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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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단말로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포함 확률의 최

화를 기 할 수 있다[3, 4]. 

본 논문에서는 일정 수의 단말들이 특정 지역에 밀집

되어 무작위로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시뮬레이션

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단말들이 밀집되지 않은 지

역 내 단말들의 밀도와 D2D SD와 D2D 단말들의 전송 

범위와의 관계에 한 비교분석을 수행하여 일정값 이

상의 포함확률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단말 전송 

범위를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Ⅳ. 시뮬레이션 결과

본 논문에서는 매트랩으로 D2D 통신 방식을 가정한 

데이터 확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표 1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단말이 존재하는 전체 영역의 반경을 

1000m로 설정하였다. D2D SD는 그 영역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그 외, 분포된 D2D 단말의 개수는 2000

개로 설정하였다. D2D SD의 전송 반경은  200~500m, 

그리고 변수인 D2D 단말들의 전송 범위와 동일한 경우

로 설정하였으며 D2D 단말의 전송 범위는 10~1000m

까지의 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단말들이 밀집되어 

분포되는 지역(Crowded area)의 반경과 개수는 각각 

100m, 8개로 설정하였다. Density Ratio(단말 고밀집 지

역의 단말 밀도/단말 저밀집 지역의 단말 밀도)는 

10~1000로 설정하였고, D2D 단말들은 그림 3과 같이 

설정된 Density Ratio의 값에 따라 100m의 반경을 가지

는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분포되며 그 외의 나머지 단

말들은 그 외의 지역(저밀집 지역(Uncrowded area))에 

무작위로 분포된다. 그리고 단말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고 가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 시뮬레이션 파라미터들

을 이용하여 그림 4-6의 그래프를 출력하였다. 

Table. 1 Simulation Parameters

Parameter Value
Radius of overall area 1000m

# of D2D Devices 2000

Tx range of D2D SD
200~500m, 

Tx range of D2D Devices
Tx range of D2D Devices 10~1000m

Density Ratio 10~1000
# of Crowded area 8

Radius of Crowded area 100m

Fig. 3 Example of D2D SD and D2D devices distribution 
within overall area for tx range of D2D SD = 200m, density 
ratio = 1

Fig. 4 Minimum required tx range of D2D Devices above 
(coverage probability = 0.8) against Device density in 
uncrowded area for (tx range of D2D SD = 300m, 500m)

그림 4의 그래프는 D2D SD의 전송 범위가 300, 

500m 일 때 log scale로 표현한 x축 Density Ratio의 값

에 따라 포함 확률이 0.8이상이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 

D2D 단말 전송 범위를 y축으로 보여준다. D2D SD의 

전송 범위가 300, 500m인 경우, x축의 값이 증가할수록 

일반적으로 저밀집 지역의 단말 밀도가 줄어들며 이는 

평균적인 서로 가깝게 분포되어 있는 단말들 간의 거리

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 때문에 단

말 간 데이터 전송 성공에 더 넓은 전송 범위가 필요하

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Density Ratio의 증가에 따라 y

축의 값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D2D SD의 전송범위가 500m인 경우가 300m인 경우보

다 초반 데이터 전송에서 데이터 수신 단말을 더 많이 

확보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라 더 작은 y축 값을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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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의 그래프는 D2D SD의 전송 범위가 D2D 단

말들의 전송범위가 같고 Density Ratio가 10, 50, 100, 

500, 1000일 때, x축인 D2D 단말의 전송 범위의 변화에 

따른 y축의 포함 확률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보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D2D 단말의 전송 범위가 커질수

록 포함 확률이 1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통

해 Density Ratio 값이 커짐에 따라 저밀집 지역의 단말 

밀도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높은 값의 포함 확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높은 값의 D2D 단말의 전송 범위

가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반 로 Density Ratio가 작을

수록 단말들이 저밀집 지역에 밀집되어 분포되므로 이 

분포에 따라 더 빠르게 적은 릴레이 수로 더 많은 단말

로의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림 6의 그래프는 Density Ratio가 1000, D2D SD의 

전송 범위 값이 각각 200, 300, 500m, D2D 단말의 전송 

범위 값일 때, x축인 D2D 단말의 전송 범위의 증가에 

따른 y축인 포함 확률의 증가 형태를 나타낸 그래프이

다. D2D SD의 전송 범위가 200m인 경우, 저밀집 지역 

내 단말들의 밀도가 너무 적어 D2D SD로부터의 최초 

데이터 전송 시 데이터를 받을 단말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x값이 아무

리 커도 y의 값이 0인 경우가 발생하기에 그래프의 값

이 1로 수렴하지 않는다. D2D SD의 전송 범위가 D2D 

단말들과 같은 경우 x값의 초반에는 작은 값을 보이지

만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하며 약 500m 이상의 값에서 y 

값이 거의 1에 가까운 값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값을 D2D SD의 전송범위가 200m, 300m, 500m로 고정

되어 있을 때의 y 값과 비교할 때 x의 값이 각각 200, 

300, 500에서의 포함 확률 값과 거의 교차함을 확인하

였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D2D 단말을 이용한 데이터 릴

레이 확산 방식에 Epidemic Routing Protocol을 적용하

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 그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논문 [3, 4]에서 문제가 되었던 

데이터를 릴레이 할 수 있는 우회루트가 존재함에도 설

정된 전송 루트에 데이터를 릴레이할 단말이 존재하지 

않아 데이터 전송 도중 중단되는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또한 기존의 논문 [5]에서 더 나아가 D2D SD의 전송 범

위를 변화시켜 더 다양한 환경에서의 성능 분석을 시행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D2D SD의 범위에 따른 특

정 포함 확률 이상의 값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최소 

D2D 단말의 전송범위에 해 연구하고 여러 단말 분포

에서 그에 따른 최적의 파라미터 값을 예측하는 공식을 

확립함으로서 실제 통신 환경에서 최적의 파워를 이용

한 D2D 통신 릴레이의 수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 하고 있다.

Fig. 5 Coverage Probability against tx range of D2D 
Devices for Density Ratio = 10m, 50m, 100m, 500m, 
1000m 

Fig. 6 Coverage Probability against tx range of D2D 
Devices for tx range of D2D SD = 200m, 300m, 500m, 
tx range of D2D Device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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