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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바일 Device-to-Device(D2D) 캐싱 네트워크는 다수의 모바일 사용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들을 사전에 캐싱 서버 단말 (CSD: Caching Server Device)들에 분산 저장한 후 네트워크 인프라를 거치지 않고 사용

자들에게 직접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유선 트래픽과 서비스 지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모바일 D2D 캐싱 네트워크에서 모바일 사용자가 요구하는 콘텐츠를 캐싱하고 있는 다수의 

CSD들을 활용하여 네트워크의 전송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전송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은 각 모바일 

사용자가 전송 받기를 희망하는 콘텐츠를 캐싱하고 있는 다수의 CSD들을 채널 이득에 따라서 정렬하여 최적의 

CSD 조합을 선택함으로써 기존의 Brute-force 탐색 기반의 최적 방식 대비 복잡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Blanket 전송 방식과 Opportunistic 전송 방식 대비 높은 네트워크 전송 효율을 얻을 수 있다.

ABSTRACT

Mobile Device-to-Device (D2D) caching networks can transmit multimedia data to users directly without passing 
through any network infrastructure by storing popular multimedia contents in advance that are popular among many 
mobile users at caching server devices (CSDs) in distributed manners. Thus, mobile D2D caching networks can 
significantly reduce backhaul traffic in wired networks and service latency time of mobile users.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fficient transmission scheme that can enhance the transmission efficiency of mobile D2D caching networks by using 
multiple CSDs that are caching the contents that are popular among mobile users. By sorting the multiple CSDs that are 
caching a content that mobile users want to receive according to their channel gains, the proposed scheme can reduce the 
complexity of algorithm significantly, compared to an optimal scheme based on Brute-force searching, and can also obtain 
much higher network transmission efficiency than the existing Blanket and Opportunistic transmission sc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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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다양한 인터넷 개인 방송이 등장한 후 널리 대

중화됨으로써 동영상 스트리밍과 멀티미디어 다운로드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스코 사는 2021
년에는 이러한 인터넷 비디오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트

래픽이 2016년 대비 81%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트래픽은 유선망의 

부하를 증가시키고 사용자들의 체감 서비스 만족도를 

떨어뜨리게 된다. 따라서, 무선망에서 이러한 멀티미디

어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수용하여 유선망의 부담을 줄

이고 사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

한 모바일 캐싱 기술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에

는, 모바일 단말의 저장 용량이 증가하고 계산 성능이 

급격히 향상되면서 모바일 단말을 캐싱 서버 (CSD: 
Caching Server Device)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2-4]. 이를 통해서, 모바일 단말에 사용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사전에 캐싱한 후, 주변 모바

일 단말의 전송 요청이 있을 경우 D2D (Device–to- 
Device) 통신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는 모바

일 D2D 캐싱 네트워크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모바

일 D2D 캐싱 네트워크 기술은 기지국과 같은 네트워크 

장비를 경유하지 않음으로써 유선 트래픽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체감 지연 시간을 획기적

으로 개선할 수 있으므로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

다 [5-15]. 그러나,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CSD에 대한 

고려 없이 단말과 단말사이의 통신 효율성만을 고려하

였다. 최근에는 CSD에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기법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 되었다 [16, 17]. 임의

의 한 사용자가 통신 가능한 거리 내에 존재하는 CSD로

부터 원하는 콘텐츠를 찾지 못할 확률을 최소화하는 콘

텐츠 분배 알고리즘이 제안되었으며 [16], 네트워크 간 

오프로딩 확률을 최대화하기 위한 최적 캐싱 배분 방식

이 제안되었다 [17]. 또한, 모바일 D2D 캐싱 네트워크에

서의 D2D 링크 스케줄링 기법과 전력 할당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18, 19]. 이러한 모든 기존 연

구들에서는 특정 모바일 사용자가 요구하는 콘텐츠를 

채널의 이득이 가장 큰 하나의 CSD가 전송하는 단순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높은 네트워크 전송 효율을 

얻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에, 다수의 CSD들을 활

용하여 높은 네트워크 전송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간단한 

방식이 제안되었지만, 전송 효율이 이론적 최고치에 비

하여 훨씬 낮은 단점이 있다 [20].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모바일 캐싱 서버들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론적 최대의 네트워크 전송 효율

에 근접하는 성능을 얻으면서 복잡도를 획기적으로 줄

일 수 있는 효율적인 전송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

법은 각 사용자가 전송을 요청하는 콘텐츠를 캐싱하고 

있는 다수의 CSD들을 채널 이득에 따라서 내림차순으

로 정렬한 후 순차적 CSD 조합들 중에서 최대 전송 효

율을 달성할 수 있는 CSD 조합을 선택한다. 이를 통해

서, 사용자 수가 증가할수록 복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기존의 Brute-force 탐색 기반의 최적 방식대

비 알고리즘의 계산 복잡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네트워크의 전송 

효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안 방식은 기존의 

Blanket 전송 방식과 Opportunistic 전송 방식 대비 높은 

네트워크 전송 효율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머

지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고려하고 있는 모바일 D2D 캐싱 네트워크의 구성을 소

개하고 채널 모델을 설명한다. Ⅲ장에서 본 논문에서 제

안하는 채널 정렬 기반의 전송 기법을 설명한다. Ⅳ장에

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제

안 방식의 성능을 분석하고 기존 방식과 비교하며, Ⅴ장

에서 결론을 맺는다.

Fig. 1 D2D caching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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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스템 및 채널 모델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모바일 D2D 캐싱 네트워크는 

다수의 CSD들과 수신 단말(RD: Receiver Device)들로 

구성된다. CSD들은 사용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멀

티미디어 콘텐츠들을 사전에 캐싱하여 자신의 저장 장

치에 저장하고 있다. RD들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멀

티미디어 콘텐츠를 자신의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CSD
들을 대상으로 콘텐츠 전송을 요청하게 된다. 이때 각 

RD로부터 전송 요청을 받은 CSD들 중에서 해당 콘텐

츠를 캐싱하고 있는 CSD들만이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

다. 신호 세기와 간섭 채널 등을 고려하여, 콘텐츠 전송

을 요청한 각 RD에게 콘텐츠 데이터를 전송할 CSD들

을 선택하며, 해당 CSD들은 콘텐츠 데이터를 동시에 전

송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CSD들에게 콘텐츠를 캐싱하는 방법

과 RD와 CSD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콘텐츠 전송 요청

및 수락 절차 등은 고려하지 않으며 실제 콘텐츠 전송 

기법만을 고려한다. 그리고, RD들은 서로 다른 콘텐츠

를 요청한다고 가정한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D2D 캐싱 네트워크에는 개의 RD
들이 존재하고 개의 CSD들이 각 RD가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사전에 캐싱하고 있다. 
 는  ≤  ≤ 

번째 RD가 요청하는 콘텐츠를 캐싱하고 있는 

 ≤  ≤ 번째 CSD와  ≤  ≤ 번째 RD 사이

의 채널 정보를 나타낸다. 모든 채널 정보는 평균이 0이
고 분산이 1인 복소 정규 분포를 따르고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i.i.d.)인 것으로 가정한다. 본 논

문에서는 time division duplex (TDD) 방식을 고려하므

로, 모든 CSD들은 각 RD들이 전송하는 콘텐츠 전송 요

청 메시지를 통해서 채널 정보를 완벽하게 측정할 수 있

다고 가정한다. 은 번째 RD가 전송받는 콘텐츠 메시

지를 나타내며, 전송 파워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며

∥∥  , (1)

는 모든 RD들에 대해서 동일하다. 번째 RD가 수

신하는 신호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2)

여기서 는 전송 여부를 나타내는 함수이며, 번

째 RD가 요청하는 콘텐츠를 캐싱하고 있는 번째 CSD
가 번째 RD에게 그 콘텐츠를 전송할 경우에는 1이며, 
그렇지 않으며 0으로 정의된다. 는 평균이 0이고 분산

이 1인 부가 백색 가우시안 잡음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 AWGN)을 나타낸다. 식 (2)를 바탕으로 번째 

RD에서의 신호 대 간섭 잡음비(SINR : Signal to 
Interference-plus-Noise) 는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




  




 




  




 



(3)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의 주파수 전송 효율의 합은 다

음과 같다.

  
  



log  (4)

Ⅲ. 채널 정렬에 따른 전송 기법

식 (4)의 주파수 전송 효율을 최대화하는 최적의 


∗을 다음과 같이 구함으로써 최적의 전송 단말 조

합을 얻을 수 있다.


∗ 

arg max

 ≤  ≤  ≤  ≤ 

  



log  (5)

최적 방식에서는 각 RD에 대해서 개별 CSD의 전송 

여부에 따라서 2가지의 경우가 있고 각 RD의 콘텐츠를 

개의 CSD가 캐싱하고 있으며, 모든 CSD가 전송을 하

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게 되면 RD당  의 경우가 

존재한다. 그리고, 개의 RD가 존재하므로, 계산 복잡

도가   로 주어진다. 따라서,  또는 가 

증가할수록 복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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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복잡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면서 

최적 방식과 유사한 전송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간단한 

방식을 제안한다. 먼저, 각 RD 는  개의 CSD들을 채

널 이득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내림차순으로 정렬

한다.



 


≥ 


 


≥ ⋯ ≥ 


 

 (6)

채널 이득에 따라서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CSD는 

≤ ≤ 로 표시한다. RD 은 CSD 에서부터 

CSD 까지 연속적인 개의 CSD들을 선택할 수 

있다. 제안된 방식에서는 각 RD 이 채널 이득에 따라

서 정렬된 개의 CSD들을 선택한 후, 이들이 동시

에 콘텐츠를 전송한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RD 이 얻

을 수 있는 수신 SINR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7)

그리고, 전체 주파수 효율의 합  는 다음과 같이 계

산된다.

  
  



log
 (8)

제안된 방식에서는 각 RD 이 을 1에서부터 

까지 증가시키면서 CSD들을 선택할 수 있고 개의 RD

들이 존재하므로 총   개의 조합이 존재한다. 총   
개의 조합 중에서 주파수 전송 효율의 합이 가장 큰 조

합을 선택하여 실제 콘텐츠를 전송하게 한다. 

Ⅳ. 성능 분석

본 장에서는 제안 방식의 성능을 분석하고 이를 기존 

방식들의 성능과 비교한다. 제안 방식과의 성능 비교를 

위하여 Brute-force 탐색 기반의 최적 방식, 전체 CSD들

Fig. 2 Computational complexity

(a)   

(b)   

Fig. 3 Average sum rate for various transmit power 
levels with single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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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시에 콘텐츠를 전송하는 Blanket 방식, 그리고 채

널 이득이 가장 큰 하나의 CSD만이 콘텐츠를 전송하는 

Opportunistic 방식을 고려한다. 먼저, 알고리즘의 계산 

복잡도는 수학적으로 분석 비교하였으며, 컴퓨터 시뮬

레이션을 통해서 제안 방식과 기존 방식들의 전체 네트

워크의 평균 주파수 효율의 합을 분석한다. 
그림 2는 제안 방식의 복잡도를 최적 방식의 계산 복

잡도와 비교하여 나타낸다. Blanket 방식과 Opportunistic 
방식의 복잡도는  이므로 최적 방식 또는 제안 방

식에 비하여 무시할 수 있으므로 표기하지 않았다. 최적 

방식은    의 복잡도를 가지는 반면, 제안 방

식은 각 RD가 채널 이득에 따라서 내림차순으로 정렬

된 개의 CSD들 중에서 1개에서 개까지의 CSD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의 복잡도를 가진다. 그리고, 

개의 RD들이 존재하므로 총   의 복잡도를 가

진다. 그림 2에서  또는 값이 증가할수록 두 방식 모

두 복잡도는 증가하지만, 최적 방식의 복잡도 증가 속도

가 훨씬 빠르며, 최적 방식 대비 제안 방식의 복잡도 감

소 효과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은   이고   또는   일 경우 전송 

전력에 따른 평균 주파수 효율의 합을 나타낸다. 제안 

방식의 전송 효율은 전송 전력 값에 관계없이 Blanket과 

Opportunistic 방식 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
히, Opportunistic 방식과 비교할 경우 성능 향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반면, 제안 방식은 이론적 최고치에

는 못 미치지만 그 성능 차이가 크지 않다. 특히, 제안 방

식이 최적 방식 대비 복잡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는 점을 고려할 경우 그 성능 차이는 크지 않다.
그림 4는   이며    또는   일 경우 전송 

전력에 따른 평균 주파수 효율의 합을 나타낸다. 제안 

방식은 모든 전송 전력 값들에 대하여 Blanket과 

Opportunstic 방식 대비 높은 전송 효율을 보여준다. 그
리고, 전송 전력이 0dBm 이하로 높지 않을 경우, 제안 

방식은 최적 방식과 유사한 전송 효율을 나타낸다는 사

실을 확인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수요가 많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캐

싱 서버 단말의 저장 장치에 사전에 캐싱하여 저장해둠

으로써, 사용자가 데이터 전송을 요청할 때 별도의 네트

워크를 경유하지 않고, D2D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멀티

미디어 콘텐츠를 바로 전송할 수 있는 모바일 D2D 캐싱 

네트워크를 위한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 기술을 연구하

였다. 제안된 방식에서는, 각 단말이 요구하는 콘텐츠를 

캐싱하고 있는 CSD들을 채널 이득에 따라서 정렬한 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최적의 CSD 조합을 찾음으로

써 기존의 최적 방식 대비 획기적으로 낮은 계산 복잡도

를 달성하였으며, Blanket 방식과 Opportunistic 방식 보

다 높은 전송 효율을 얻을 수 있었다.

(a)   

(b)   

Fig. 4 Average sum rate for various transmit power 
levels with multiple RD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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