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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셀룰라시스템 환경에서 특히, 채널추정에러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D2D 통신을 위한 전력제어  알고리즘 성능을 

분석한다. 채널추정에러의 성능분석을 위해 가우시안 채널 추정에러를 모델링하였으며, 이는 SIR 성능이 확률적 분포를 가지도

록 한다.  실제 전송환경에서는 송신단과 수신단 사이의 채널환경 변화로 인해 채널 추정 에러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채널추정

에러가 D2D 단말 전력제어 알고리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실험을 통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키워드: 단말간 직접통신(D2D Communication), 채널추정에러(Channel Estimation Error), 전력제어(Power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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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D2D 통신의 대표적인 장점은 단말이 직접 목적지 단말에 데이터를 

전송함에 따라, 기지국을 통해서 목적지 단말에 데이터를 전송함에 

발생하는 두 번의 링크자원 소모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D2D  전송전력제어를 운용함에 있어서 채널 추정에러가 

D2D 통신의 수신품질 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험적 

분석을 하기로 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국내 동향

D2D 통신이 셀룰라 시스템의 상향링크 주파수 자원을 재사용하여 

전력제어를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1-2]. [3]에서는 반복적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D2D 통신의 전송전력제어 알고리즘이 제안되

었다. 무선환경에서 채널 추정에러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3]에서 

제안되었던 전송전력제어 알고리즘은 채널 추정에 에러가 없음을 

가정하고 제안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채널 추정에러를 모델링하고, 

이러한 채널추정에러가 D2D 전송전력제어 알고리즘의 SIR(Signal 

to Interference Ratio) 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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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SIR in the power control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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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bability(SIR >Required SIR) :Perfect Channel Estimation

III. Impact of Channel Estimation Error

수신단에서 채널 추정을 하는 과정에서 채널추정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가우시안 채널추정에러(Gaussian Channel 

Estimation Error) [4]를 적용하기로 한다. 수신단에서 추정한 채널의 

경로손실이득(Pathloss Gai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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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식 (1)에서 수신단에서 추정한 채널의 경로손실이득 는 실제 

채널의 경로손실이득  을 기준으로 가우시안 채널추정 에러 

가 더해진다. 수식 (2)에서 가운시안 채널 추정 에러 는   

이며, 를 으로 균등화(Normalization) 한 값이 
 이다.  

따라서, 추정한 채널의 경로손실 이득  는 가우시안 채널 추정에러 

 값의 부호에 따라  보다 커질수도 있으며, 작아질 수도 있다.

채널 추정에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3]에서의 전력제어 알고리즘

을 적용시, Probability(SIR>Req_ SIR) 의 그래프는 Fig. 1 와 

같다. Fig. 2. 의 실험결과에서 가정 먼저 확인되는 점은 채널추정에러

가 존재할 경우, Probability(SIR>Req_ SIR) vs. Target_SIR 의 

관계는 Fig. 1.에서의 unit function 의 모양을 보이지 않으며, 확률적 

분포를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값이 커질수록 

동일한 Probability(SIR>Req_ SIR) 값을 얻기 위하여, 더 큰 

Target_SIR 값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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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SIR in Power Control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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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obability(SIR >Required SIR):Channel Estimation Error

IV. Conclusions

채널 추정에 에러가 없음을 가정하고 제안되었던 전력제어 알고리

즘[3]을 채널 추정에러 환경에서 SIR 성능을 분석하였다. 채널추정에

러 분석을 위하여 가우시안 채널추정에러를 모델링하였다. SIR 성능

은 채널추정에러의 크기에 따라 확률적 분포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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