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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셀룰러 통신과 D2D (device-to-device)통신이 같은 주파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기종 네트워크 

(heterogenous network)에서 셀룰러 망의 보안통신을 돕기 위한 D2D 통신 디바이스의 전력제어 기법을 제안하고 성

능을 살펴본다. 기존의 보안통신이 고려되지 않은 이기종 네트워크에서는 D2D통신 신호가 간섭으로 작용하여 셀룰

러 통신 성능에 악 향을 미쳤으나 도청자를 고려한 보안통신에서는 D2D통신 신호가 도청자의 신호수신을 방해하

여 보안 전송률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셀룰러 망의 보안통신 요구치를 만족시키며 D2D 통
신 전송률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력제어 기법을 제안하고 최적화 문제를 통해 최적 송신 전력의 

closed-form 표현을 도출하 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기법의 성능 특성을 확인하 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power control technique for D2D communication in the heterogenous network 
consisting of cellular and D2D communication systems. Although the transmit signal of D2D communication degrades 
the performance of cellular system by interfering the signal reception at CU in the conventional heterogenous networks 
without eavesdroppers, it can be utilized as jamming signal for preventing other devices from recovering the 
transmitted information if there are eavesdroppers in the network. The proposed power control technique maximizes 
the achievable rate of D2D communication while ensuring the target security performance of cellular communication 
system. Through simulation results, we validate the analysis results and compare the performance with the 
conventional D2D communication scheme that utilizes its full transmit power for maximizing the achievable rate 
regardless of the performance of cellula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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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스마트 기기의 등장과 통신 기술의 발달이 사물 

인터넷(Internet-of-Things)의 실현을 가속화하고 있다. 

사물 인터넷의 발달은 우리의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허용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는 정보 보안(Security) 문제에 대한 사회

적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1,2]. 도청자가 존재하는 

경우, 보안 전송률(Secrecy rate)은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데이터 전송률과 송신기와 도청자 사이의 데이

터 전송률의 차로 정의될 수 있으며[3], 이러한 보안 전

송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써 물리계층 보안

(Physical layer security)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4-7]. 보안 전송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

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협력적 잡음(Cooperative 

jamming)을 이용하여 도청자의 통신정보 해석을 방해

하는 것이다. [4]에서는 다수의 릴레이가 존재하는 분산 

네트워크에서 협력적 잡음을 생성하기 위한 빔포밍 벡

터(Beamforming vector)를 최적화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5]에서는 보안 전송률 향상을 위해 수신기가 잡

음을 생성하는 환경에서 보안 아웃티지 확률(Secrecy 

outage probability)을 최소화하기 위한 잡음 전력 조절 

기법을 제안하 다. [6]에서는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에 

존재하는 노드를 릴레이로 활용할 것인지 잡음 생성하

는 jammer로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을 제안하

다. 또한, 셀룰러 망(Cellular network)과 단말간 통신

망(Device-to-device communication, D2D)이 함께 존재

하는 이기종 네트워크(Heterogeneous network)에서 셀

룰러 망의 보안 전송률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협력적 

D2D 통신 기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 되었다[7].

본 논문에서는 셀룰러 망과 D2D 통신망이 혼재하는 

이기종 네트워크에서 셀룰러 망의 정보를 엿듣고자 하

는 도청자가 존재하는 환경을 고려하 다. 본 시스템에

서 D2D 디바이스 간의 전송되는 신호는 도청자에게 잡

음으로 작용하여, 셀룰러 망의 정보를 보호하는데 도움

을 줄 수 있다. D2D 디바이스가 도청자와 관련된 무선 

채널의 채널 상황 정보(CSI: Channel State Information)

의 확률적 분포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셀룰러 망의 

통신 보안 요구량을 보장해주며 D2D 통신의 전송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D2D 전력 할당 비율을 도출

하 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하는 분석의 정

확성을 검증하고, 기존 방안과의 비교를 통해 정보 보

안 측면에서 제안 방안의 우수성을 검증하 다.

Ⅱ. 시스템 모델

Fig. 1 System model for heterogenous networks

본 논문에서는 그림 1에서처럼 D2D 통신을 위한 

D2D 송수신기 (Tx/Rx: Transmitter/Receiver), 셀룰러 

망을 구성하기 위한 기지국(BS: Base Station)과 사용자

(CU: Cellular User), 도청자(Eve: Eavesdropper)가 존재

하는 이기종 네트워크를 고려한다. 셀룰러 망과 D2D 

통신망은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며, Eve는 BS에서 

CU로 전송되는 신호를 도청하고자 한다. 본 환경에서 

D2D 디바이스 간에 전송되는 신호는 셀룰러 망에 간섭

으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Eve에 잡음으로도 작용하여 

Eve의 셀룰러 망 신호도청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이

때 D2D-Tx의 송신 전력에 따라 D2D통신 신호가 셀룰

러 망의 보안통신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방해가 될 수

도 있기 때문에, 셀룰러 망의 보안통신 성능을 어느 정

도 보장시켜주며 D2D 통신 전송률을 극대화하는 D2D 

송신전력 제어기법을 제안한다.   

각각의 노드에는 단일 안테나가 장착되어 있으며, 

D2D-Tx-to-D2D-Rx, BS-to-CU, BS-to-Eve, BS-to- 

D2D-Rx, D2D-Tx-to-CU, D2D-Tx-to-Eve 간의 채널을 

각각  , ,  ,  ,  , 로 정의한다. 각각의 채널

은 의 평균을 갖는 지수 분포(Exponential distribution)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21, No. 6 : 1100~1105 Jun. 2017

1102

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D2D-Tx는 협력 전송을 위하여 

CU로부터 채널 피드백을 받아, 와 에 대한 채널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채널 추정을 통해 와 

에 대한 채널 정보 역시 얻을 수 있음을 가정한다. 그

러나 Eve와 관련된 채널인 와 에 대해서 D2D-Tx

가 직접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우므로, 채널 

발생의 확률적 분포만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각 노드에서의 수신 신호에는 ∼ 의 동일한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AWGN)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D2D-Rx에서 수신되는 신호는 다음과 같이 표현 가

능하다. 

 
                (1)

수식 (1)에서 와  는 각각 D2D-Tx와 BS의 전

송 전력이며, z와 s는 각각 D2D-Tx와 BS가 전송하는 

신호를 의미한다. 또한, 는 D2D-Tx의 전력할당 비율

로써, ∈의 범위를 갖는다. 예를 들어 일 때 

D2D-Tx는 전체 전력을 사용하여 신호 z를 전송하고, 

일 때는 전송을 멈춘다. z와 s는      

의 정규화된 전력을 갖는다. D2D 통신망의 데이터 전

송률은 수식 (2)와 같다.   

  log 




               (2)

CU에서 수신되는 신호와 셀룰러 망의 데이터 전송

률은 각각 수식 (3)과 (4)와 같다. 

                  (3)

  log 




                  (4)

반면, Eve에서 수신되는 신호와 데이터 전송률은 각

각 다음 수식 (5)와 (6)과 같다. 

                 (5)

  log 




                 (6)

CU에서 달성 가능한 보안 전송률은 다음과 같이 CU

에서의 데이터 전송률과 Eve에서의 데이터 전송률의 

차로 구할 수 있다.

    






log 




 log 











 log log

   

 (7)

수식 (7)에서  max  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0보다 큰 보안 전송률을 얻기 위해서는 가 보다 커

야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는 0이 되어 셀룰러 망의 

통신 보안은 보장되지 않는다. 셀룰러 망의 통신 보안 

요구량을 정의하기 위해, 보안 아웃티지 확률을 수식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r  ≤                     (8)

위의 수식을 통해서, 셀룰러 망의 보안 아웃티지 확

률을  이하로 보장해주면서 D2D 통신망의 데이터 전

송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력할당 비율을 도출하는 최

적화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max 

    ≤

  ≤≤

                     (9)   

Ⅲ. D2D 전력 조절 방안 

3 장에서는 최적화 문제 (9)를 풀기 위한 최적의 전력

할당 비율 를 closed-form으로 찾고자 한다. 먼저, 제

약조건 C1을 만족시키는 의 값은 와 에 대한 CSI 

정보 및 와 의 확률 밀도 함수(PD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를 이용하여 찾을 수 있다. 채널 정보

를 기반으로 보안 아웃티지 확률은 다음의 수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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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10)에서 
 




 이며, 


는 채

널 
에 대한 PDF이다. 또한, 근사 관계 (a)는 이 

충분히 작다는 high signal-to-noise ratio (SNR)의 가정

에서 도출된 것이다. 

수식 (10)에 의해 제약조건 C1은 다음 수식 (11)로 표

현될 수 있다. 


 


≥



 log







    (11)

만약 






 를 만족한다면, 수식 (11)

의 오른쪽 수식은 항상 0보다 작게 된다. 그에 따라 수

식 (11)은 아래의 수식 (12)로 변환되고, 수식 (12)는 모

든 에 대해서 성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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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12)

반면, ≤






 를 만족하면, 제약조건 C1

을 만족하는 의 범위는 수식 (13)과 같이 찾을 수 있다. 

≤ 





 









log

































 (13)

수식 (13)에서  
 minmax이다. 즉, 의 

값을 보다 작은 값으로 설정하면 셀룰러 망의 보안 

아웃티지 확률이 이하로 보장이 된다. 

반면, D2D 통신망이 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로 설정하여 전체 전력을 이용하여 신호를 전송하

여야 한다. 그러므로 최적화 문제 (9)를 풀기 위한 최적

의 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해질 수 있다. 

 min                         (14)

수식 (14)에서  인 경우에는 D2D-Tx가 전체 

전력을 사용하더라도 셀룰러 망의 통신 보안 요구량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D2D 통신망의 데이터 전송률을 극

대화하기 위해   로 설정하게 된다. 그 반대로 

 ≤인 경우는 D2D-Tx가 전체 전력을 사용하면 셀

룰러 망의 통신 보안 요구량을 침해하게 되므로 

 으로 설정하게 된다.

        

Ⅳ. 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장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앞장의 최적 

전력할당에 대한 분석결과 정확성을 확인하고 제안 기

법과 기존 D2D통신의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모든 

시뮬레이션은 matlab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공통되는 

시뮬레이션 환경은 다음과 같다. BS 송신전력 PBS = 

30dBm, 잡음 전력 σ 2=-50dBm, 아웃티지 확률 제약 ε 

= 0.1, 경로감쇄지수 β=3, 기기들 사이 거리 dbc = 74m, 

dbk = 90m, dbe = 90m, dek = 2m, dck = 8.3m, dek = 

4.9m을 고려한다. 각 채널 이득은 평균 λxy = dxy-β을 

갖는 지수분포를 따른다. 즉, CU근처에서 도청을 시도

하는 Eve와 이를 방해하는 D2D 통신 상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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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chievable rate of D2D communication versus 
power control coefficient

그림 2는 α값 변화에 따른 D2D 전송률을 보여주고 

있다. D2D통신 최대 송신전력은 P=0dBm로 설정되었

다. 점선은 셀룰러 망의 성능과는 상관없이 모든 α값에 

대한 D2D 전송률을 보여준다. α값이 클수록 D2D 통신

에 사용하는 전력이 많아지므로 전송률이 함께 증가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선은 셀룰러의 보안성능을 고려

했을 때 선택 가능한  α값과 그에 해당하는 전송률을 나

타낸다. 본 실험 환경에서는 α=0.3이상부터는 셀룰러 

시스템에 미치는 간섭의 향으로 아웃티지 확률이 ε을 

초과하게 되어 사용할 수 없다. 사각형은 전장의 분석

결과 (14)를 나타낸 것이다.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와 약

간의 오차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식(10)에서의 

근사에 따른 것이다. 

그림 3은 D2D통신 최대 송신전력 변화에 따른 D2D 

전송률(a)과 최적 α 값(b)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셀룰

러 보안통신 성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최대전력을 사

용하는 것이 전송률을 최대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b)

의 붉은 선과 같이 항상 α=1이며, 전송률은 P가 증가함

에 따라 함께 증가한다. 반면, 셀룰러 보안통신 성능을 

고려할 경우, P 값이 작을 때는 α=1로 최대 전력을 사용

하지만 P=2mW이후로는 셀룰러 보안통신 성능 보장을 

만족시키기 위해 일정 수준으로 송신전력을 맞출 수 있

도록 α 값이 점차 줄어든다. 이와 같은 고정된 송신전력 

때문에 셀룰러 보안통신 성능을 고려할 경우는 D2D전

송률이 P=2mW이후로 증가하지 않는다.   

그림 4는 그림 3과 통일한 환경에서 셀룰러 통신의 

보안 아웃티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제안된 기법은 

설정된 제약 값 ε=0.1 이상으로 보안 아웃티지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지만 기존 D2D 통신 기법은 P=2mW이

후부터 셀룰러 보안통신 제약 값을 넘어서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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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crecy outage probability of cellular communication
versus maximum transmit power of D2D communication

Fig. 3 D2D rate and power control coefficient versus 
maximum transmit power of D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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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셀룰러 망과 D2D 통신망이 공존하는 

이기종 네트워크 환경에서 셀룰러 망의 통신 보안 요구

량을 보장하면서 D2D 통신망의 데이터 전송률을 극대

화하기 위한 D2D통신 방안을 제안하 다. D2D 송수신

기, 기지국, 셀룰러 사용자, 도청자가 존재하는 이기종 

네트워크 환경을 수식적으로 모델링하고, 확률 분포 모

델을 통해 최적의 전력할당 비율을 도출하 다. 시뮬레

이션을 통해 제안하는 분석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기존 

방안과의 비교를 통해 제안 방안이 셀룰러 망의 보안 

및 D2D 데이터 전송률을 동시에 개선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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