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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발명의 명칭 네트워크 도움 기반의 자율적 디바이스 간 직접 통신을 수행하는 송신단말 및 수신단말과 제
어방법

(57) 요 약
네트워크 도움 기반의 자율적 디바이스간 직접 통신을 수행하는 송신단말 및 수산단말과 그 제어방법이
개시된다. 개시된 단말은 K개의 송신단말/수신단말 쌍으로 구성되는 네트워크 시스템에 포함되며, 순차적인 M개
의 시간구간 중 i번째 시간구간에서 동작하는 수신단말로서, 상기 i번째 시간구간 이전의 시간구간에서 상기 수
(뒷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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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단말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송신단말인 제1 송신단말에서 전송된 전력신호를 오버히어하고, 상기 i번째 시간구
간에서 동작하는 N개의 송신단말 중 상기 수신단말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제2 송신단말에서 전송된 전력신호 및
상기 수신단말과 쌍을 이루는 송신단말에서 전송된 전력신호를 수신하는 수신부; 및 상기 쌍을 이루는 송신단말
의 전력신호, 상기 제1 송신단말 중 D2D 통신을 수행하지 않는 제1 송신단말을 제외한 나머지 제1 송신단말의 전
력신호 및 상기 제2 송신단말의 전력신호를 이용하여 SIR(Signal to Interference Ratio)를 산출하고, 상기 산
출된 SIR이 기 설정된 임계값 미만인 경우 D2D 통신을 수행하지 않도록 제어하고, 상기 SIR이 상기 임계값 이상
인 경우 D2D 통신을 수행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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