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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를 이용한 계네트워크: 물리계층 동향분석 
 성능향상 이슈

조웅

Relay Network using UAV: Survey of Physical Layer and Performance Enhancement 
Issue

Woong Cho

요 약

무인항공기는 오락산업을 비롯하여 민간  국방 분야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리 용되고 있다. 무인항공

기를 통신시스템에 용하는 기술 한 주요한 응용분야  하나이다. 계기는 통신성능향상  통신거리 확

장의 장 으로 인해 통신시스템에서 많은 심을 받아왔다. 본 논문에서는 계기로의 무인항공기에 한 연

구동향을 물리계층에 을 맞추어 알아본다. 먼  재 무인항공기를 계기로 용하여 연구된 사항을 소

개하고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계네트워크의 기본 인 성능을 듀얼홉 통신시스템에서 복조 후 송 로토콜

을 용하여 분석한다. 성능은 심벌오류율로 나타내며 무인항공기 채 은 비 칭 환경을 가정하여 용한다. 

마지막으로 성능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물리계층에서 성능향상을 해 필요한 사항에 해 논의한다. 

ABSTRACT

UAV (Unmanned Aerial Vehicle) is widely used in various areas such as civil and military applications including entertainment industries. Among 

them, UAV based communication system is also one of the important application areas. Relays have been received much attention in communication 

system due to its benefits of performance enhancement and coverage extension.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UAVs as relays especially focusing on 

physical layer. First, we introduce the research on UAV application for the relays, then the basic performance of relay networks in dual-hop communication 

system is analyzed by adopting decode-and-forward (DF) relaying protocol. The performance is represented using symbol error rate (SER) and UAV 

channels are applied by assuming asymmetric environments. Based on the performance analysis, we discuss performance enhancement issues by 

considering physical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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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무인항공기는 가격하락  기능증 로 인해 다양한 

산업  군사 분야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1]. 무인항

공기는 날씨 모니터링, 산불 감지, 교통제어, 응  구

조  검색, 통신 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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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무인항공기는 날개의 종류에 따라 고정날개 

방식과 회 날개 방식의 두 가지의 종류로 분류될 수 

있다. 일반 으로 고정날개 방식은 빠른 속도와 무거

운 동체를 가지고 계속 이동하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 경우는 정지한 상태로 조사  탐색 등의 기능을 

제공하기에는 부 합하다. 이에 반해서 회 날개 방식

은 속도와 무게에 있어서 제한이 따르지만 자유로운 

방향 환과 공 에 정지한 상태의 기능제공이 가능

하다. 따라서 무인항공기의 선택은 응용분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다양한 응용분야  무인항공기를 이

용한 통신시스템은 일반 으로 세 가지의 기능을 제

공한다. 즉, 공  기지국으로서의 무인항공기, 계기

로서의 무인항공기, 그리고 데이터 송  수집 장치

로의 무인항공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2]. 민간 응

용분야에서 통신  따른 무인항공기 네트워크의 구

성  다양한 요구사항이 분석되었으며[1] 리미터  

 셀룰러 시스템을 이용한 무인항공기와 련된 다

양한 연구 이슈가 소개되었다[3,4]. 무인항공기의 다양

한 기능에 따라 통신과 제어를 동시에 고려한 구  

이슈에 한 사항 한 논의되었다[5]. 계기를 이용

한 통신은 통신 역을 확장할 수 있고 데이터 송률 

 체 인 통신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장 을 

지니고 있다[6]. 다양한 계 로토콜  송방식을 

고려한 시스템의 성능이 분석되었으며, 송신기와 계

기의 에 지 할당  계기의 치에 따른 성능 

한 분석되었으며[7,8], 계통신을 철도 통신에 용한 

성능분석 결과가 소개되었다[9].

본 논문에서는 계기로서의 무인항공기에 한 구

 이슈를 물리계층에 을 맞추어 분석한다. 먼  

기존에 논의 되었던 다양한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무

인항공기 채 을 가정한 성능을 분석한다. 분석된 성

능을 기반으로 하여 추후 성능 향상을 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해 소개한다. 

Ⅱ. 계기로서의 무인항공기

이 장에서는 계기로서의 무인항공기와 련된 기

존 연구내용  추후에 논의되어야 할 사항들에 해 

알아본다. 그림 1은 계기로서의 무인항공기 용 시

나리오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처럼 무인항공기는 기

지지국과 기지국 사이, 기지국과 이동터미  사이 혹

은 기지국과  다른 무인항공기 사이에서 계기로

써 사용될 수 있다. 한 계기와 기지국/이동터미

은 air-to-air혹은 air-to-ground 채  두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으며, 각각의 채 은 용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채 상태로 나타내어질 수 있다. 

그림 1. UAV채  시나리오 (a) air-to-ground, 
air-to-ground 시나리오 (b) air-to-air, air-to-ground 

시나리오
Fig. 1 UAV channel scenarios (a) air-to-ground, 
air-to-ground scenario (b) air-to-air, air-to-ground 

scenario

무인항공기는 일반 이동통신환경에 비해 다양한 

치에 존재할 수 있다. 계기로서 무인항공기가 용

될 경우 다양한 치와 높이를 고려한 계 통신 시

스템의 성능이 분석되었으며 체 성능을 향상시키기 

해 무인항공기의 치를 최 화 하는 방안이 소개

되었다[10,11]. 무인항공기는 일반 이동통신에서 용

되는 계기와는 다르게 력을 계속해서 공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반 이다. 응용분야 따라 체시스템

의 신뢰성 보다는 에 지를 효율 인 사용이 요구되

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무인항공기의 

에 지 사용을 최 화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12,13]. 

하나의 무인항공기를 계기로 간주하여 신호를 

송하는 방식을 확장하여 여러 개의 무인항공기가 존

재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수신단에서 여러 계 무인

항공기로부터 수신되는 신호를 결합하여 체 인 시

스템 성능을 향상 시키는 력 다이버시티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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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성능분석이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분석되었다 

[11,14]. 하지만 비 칭 채 을 용한 성능분석은 일

부 소개되었으나 성능 최 화 방안은 다루어지지 않

았다.

Ⅲ. 성능분석 

이 장에서는 기본 인 통신성능을 비 칭 무인항공

기 채 을 가정하여 분석한다. 통신성능은 심벌오류율

을 이용하여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송신기에서 

계기를 거쳐 수신기까지 송되는 환경을 듀얼홉 통

신시스템을 가정하여 용한다. 이때 계기는 송신기

로부터 수신되는 신호를 복조하여 재변조하여 송하

는 복조 후 송 (DF: Decode-and-Forward) 로토

콜을 용하며, 송신기를 s(source), 계기를 

r(relay), 그리고 수신기를 d(destination)라고 표기한

다. 송신기에서 변조된 신호를 계기로 송하면 

계기에서 수신된 신호는 아래 식 (1)과 같이 나타낸

다. 

                          (1) 

계기에서 수신된 신호는 복조  재변조되어 수신

기로 송되며 수신기에서의 신호는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수신된 신호는 계기  수신기에서 하나의 심벌구

간에 해당심벌을 복조한다. 식(1)과 (2)에서 

  ∈는 송신기  계기에서 송되는 에

지를,  ∈은 송신신호를 나타내는데 본 논

문에서는 동기 송방식인 경우에는 상변조신호 

(PSK: Phase Shift Keying)를 가정하고 비동기 송방

식인 경우에는 차등 상변조신호 (DPSK: Differential 

Phase Shift Keying)를 사용한다.  ∈와 

 ∈는 각각 채  페이딩 계수와 잡음을 나타

내는데 페이딩 계수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 잡음

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인 복조가우시안 분포를 

가진다고 가정한다. 이때 채  페이딩 계수는 채 의 

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분포를 가진다. 따라서 순시 

신호  잡음비 (SNR: Signal-to-Noise Ratio)는 

  
  평균 신호  잡음비는 

 
로 나타낼 수 있다. 부가백색가우시안잡

음(AWGN: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채 인 

경우에는 식 (1)과 (2)의 는 1로 나타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신호의 성능을 분석을 해 2진 신

호를 송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복조 후 송 로

토콜을 사용하는 듀얼홉 통신 시스템의 심벌오류율은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5].

            (3)

   식에서 와 는 각각 송신기와 계

기 사이의 심벌오류율  계기와 수신기 사이의 심

벌오류율을 나타낸다. 동기방식을 이용하여 이진신호

를 송했을 경우 부가백색가우시안 채 과 일 이 

(Rayleigh) 채 에서의 심벌오류율은 식 (4), (5)와 같

이 나타내어진다[16].   

                            (4)

             


















         (5)  

  차등변조방식을 이용하여 이진신호를 송했을 경

우 부가백색가우시안 채 , 일 이 채   라이시

안 (Rician) 채 에서의 심벌오류율은 식 (6), (7)  

(8)로 나타내어진다[16]. 

              

              (6)

             



             (7)

  
 

 exp








 




 (8)

식 (8)에서 는 라이시안 계수를 나타내며 값이 0

일 때는 일 이 채 의 경우와 동일한 식 (7)로 표

된다. 따라서 식 (3)을 이용하고 각 채 에 따른 심

벌오류율은 식 (4)~(7)을 용하여 다양한 환경에서의 

심벌오류율을 구할 수 있다. 

그림 2는 다양한 비 칭 채  환경에서 신호  잡

음비에 따른 심벌오류율을 나타내고 있다. 송신기-

계기 사이의 신호  잡음비와 계기-수신기 사이의 

신호  잡음비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 다. 채 환경

은 송신기- 계기  계기-수신기 사이 채 이 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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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다양한 채 에 따른 심벌오류율
Fig. 2 Symbol error rate depending on various channel 

scenarios

그림 3. 부가백색잡음가우시안-라이시안 채  환경 
하에서 다양한 라이시안 계수에 따른 심벌오류율
Fig. 3 Symbol error rate in AWGN-Rician channel 

scenario depending on various K factor

다른 상태를 가진 것으로 가정하 다. 일반 으로 

air-to-air 채 은 부가백색가우시안잡음 채 로 나타

내어지고 air-to-ground 채 은 일 이 혹은 라이

시안 채 로 나타내어진다. 그림 2에서 라이시안 계수

는 10을 사용하 다. 그림에 나타나 있듯이 일반 으

로 동기 송방식이 차등 변조방식에 비해 좋은 성능

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양쪽 채  하나

의 채 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체 시스템의 성능

이 하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쪽 채 에서의  

성능 하가 체 성능에 향을 미치는 것에서 발생

하는 상이다. 그림 3과 4는 각각 부가백색가우시안

그림 4. 일 이-라이시안 채  환경 하에서 다양한 
라이시안 계수에 따른 심벌오류율

Fig. 4 Symbol error rate in Rayleigh-Rician channel 
scenario depending on various K factor

그림 5. 일 이-라이시안 채  환경 하에서 다양한 
SNR값에 따른 심벌오류율

Fig. 5 Symbol error rate in Rayleigh-Rician channel 
scenario depending on various SNR value

잡음-라이시안  일 이-라이시안 채  환경 하에

서 차등변조방식을 용했을 경우 다양한 라이시안 

K계수에 따른 성능을 나타내었다. 그림 3에 나타낸 

것처럼 한쪽 채 이 부가백색가우시안잡음 채 인 경

우에는 라이시안 K계수가 증가하면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K값이 무한  값을 가지

게 되면 라이시안채 은 부가백색가우시안채 과 동

일한 채 이 된다. 이와는 반 로 한쪽 채 상태가 좋

지 못하면 그림 2와 동일하게 라이시안 K값에 증가

함에도 불구하고 성능향상을 획득하지 못함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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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림 5는 일 이-라이시안 채  환경 하

에서 라이시안 채 환경의 신호  잡음비는 고정시킨 

상태에서 일 이 채  환경의 신호  잡음비를 증

가 시킬 경우의 심벌오류율을 나타내었다. 여기서 

K=10을 용하 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신호  

잡음비를 증가시키면 체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으나 성능향상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V. 성능향상 이슈

계기로서의 무인항공기를 실제시스템에 용하여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하고 성능최 화를 수행하기 

해서는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해 실제 환경에서 계기를 이용한 채 측정이 이

루어 졌다[14]. 일반 으로 공 에서 무인항공기와 무

인항공기 사이에는 직 가 보장되는 반면에 무인항

공기와 지상 장치(기지국, 이동단말기) 사이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직 가 보장되지 않을 수가 있다. 따라

서 그림 1에 나타낸 것처럼 송신기- 계기 링크와 

계기-수신기 링크가 서로 칭 인 채 을 지니지 않

을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비 칭 

환경을 용한 성능 분석이 앞장에서 소개되었다. 

한 일부 논문에서도 비 칭 채 에서의 성능 분석이  

소개되었으며[17] 비 칭 송방식을 고려한 듀얼홉 

시스템의 성능분석 한 일부 소개되었다[18]. 하지만 

성능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비 칭 채 환경에서는 

한쪽 채 상태에 따른 성능 하가 발생함을 알 수 있

으며 이를 상쇄시킴으로서 체 시스템의 성능을 향

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물리계층 

측면에서 보면 무인항공기를 계기로 사용할 경우 

이러한 비 칭 환경을 고려함과 동시에 계기의 에

지  치(높이) 분배/할당의 효과를 용한 성능

분석이 필요하다. 무인항공기를 사용하여 통신을 진행

하는 경우에는 실제 용되는 응용분야에 따라 요구

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에 지 효율과는 상 없

이 고신뢰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정해진 

최소기 의 성능을 보장하면서 에 지 효율을 최 화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최소한의 데이터 송을 

보장하면서 통신 거리를 최 한 확장하는 경우가 있

을 수 있다. 따라서 무인항공기를 계기로 용할 경

우,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려 분석된 성능을 바탕으로 

하여 응용분야에 부합되게 최 의 시스템을 디자인하

는 것이 필요하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무인항공기의 여러 응용분야  통

신시스템의 계기로 용될 경우 고려되어야 할 사

항을 물리계층을 심으로 소개하 다. 먼  무인항공

기와 무선통신에서 사용되는 계기에 련된 연구결

과를 소개하 다. 한 비 칭 환경을 가정한 무인항

공기 채 에서의 성능을 심벌오류율을 이용하여 분석

하 다. 이를 기반을 하여 추후 무인항공기를 계기

에 용할 경우 성능향상  최 화에 필요한 사항을 

물리계층에 을 두어 알아보았다. 비 칭 채 환경

을 극복하기 해서는 계기의 치(높이)  에

지할당을 고려하고 정해진 요구사항을 반 한 최 화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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