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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현재 5G 기술의 상용화가 이루어 지는 단계이지만 통신 품질을 안정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기
지국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상 기지국을 대신하여 UAV-Base Station(UAV-BS)로 이동성과 경제적 이점
을 얻을 수 있도록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논문은 다수의 사용자가 UAV 통신을 할
때, 사용자들의 요구량을 고려하여 최적의 서비스 처리량을 가질 수 있는 위치를 찾는 기법을 제안한다.
The Air-To-Ground Path Loss Model을 토대로 가상 통신 환경 구축하고, 사용자 요구량에 따른 공평한
채널 사용 시간 분배를 위해 Airtime Fairness를 적용한다. 더불어, 본 논문은 서비스 처리량 최대 위치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Proximal Policy Optimization(PPO)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
구를 통해 서로 다른 요구량을 가진 사용자들이 임의로 배치되어 있을 때, 학습의 결과 모델을 통해 높
은 서비스 처리량을 가진 위치를 찾을 수 있었다.

1. 서론
차세대 이동 통신인 5G는 2018년부터 채용되는 무선
네트워크 기술로써 밀리미터파를 이용하는 통신이다.
현재 5G의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밀리미터 파의
직진성으로 인해 중간에 손상되지 않도록 근거리로
셀을 구성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5G의 안정적인 상용화를 위해서는 수 많은 기지국
설치가 요구되지만, 지상에서 새로운 기지국을 설치하는
것은 경제적 비효율성을 야기한다[1]. 따라서 지상
기지국을 대신하는 방안으로 UAV-Base Station(UAVBS)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
UAV는 최적 배치 문제, 제한된 에너지 및 보안 부분
등 다양한 한계 및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논문[2]는
에너지 소비 최소화와 UAV 간 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분산 UAV 포트를 관리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했다. 본
논문은 UAV 최적 배치 문제를 해결하여 UAV-BS
환경에서 보다 높은 처리량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강화학습과 UAV 통신에서
처리량 최대화를 위한 연구들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본

논문의 강화학습 환경 구축을 위해 사용한 모델들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 제안한 시스템 모델과 다른
알고리즘 방법과의 서비스 처리량 비교를 통해
성능평가 내용을 다루며, 마지막 5장은 논문의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2.1 Reinforcement Learning(강화학습)
강화학습은 주어진 환경에서 설정된 행동들을
반복하며 보상을 많이 받는 방향으로 Parameter들을
수정하는 전략을 취한다. 기존에 없던 환경에서
인공지능을 학습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학습시킬 데이터
셋이 없기 때문에 기계학습 중에서도 강화학습이
적합하다.
강화학습에도 여러 기법이 존재하고 크게 Valuebased와 Policy-based로 분류할 수 있다. Valuebased와 달리 Policy-based는 행동들이 연속적인
경우와 실제 로봇이나 드론의 학습에 적합하다. Policybased 기법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Trust Region Policy
Optimization (TRPO), Proximal Policy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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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가 존재하고 PPO는 TRPO를 발전시킨 기법으로
TRPO보다 간략하고 범용적인 방법이다[3]. 따라서 본
논문에서 강화학습 중에서도 PPO를 이용하여 서비스
처리량 최대화를 위한 UAV의 위치를 찾는 방안을
연구한다.
2.2 UAV-BS 환경에서의 최적 배치 연구
논문[4]은 처리량의 최대화 문제에 대한 방안으로
Tabu-Search를 기반으로 한 전역 최적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있다. UAV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일정한
격자로 가정하고 유저와의 통신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최적화된 위치를 찾았다. 이를 통해, 초기 배치와
비교하여 평균 26%정도의 처리량이 상승된 위치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격자로 UAV 움직임을 제한시킨
것은 연속적인 실제 환경에서 오차를 낼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 논문은 UAV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연속적인 공간으로 하여 최적의 위치를
찾는 방안을 제시한다.
논문 [5]에서는 UAV와 유저와의 통신에서 QoE(유저
통신 경험의 품질)을 최대화시키는 위치를 찾았다.
위치를 찾는 방법으로는 Q-learning을 기반으로
강화학습을 사용하였고 K-means 군집화를 통해
유저들을 분류 후 각 군집에 UAV를 배치시키는
방법으로 다 대 다 환경을 만들었다. 하지만 Qlearning은 대표적인 Value-based 강화학습으로 드론의
학습에 적합하지 못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1절에서 언급한 PPO를 사용할 것이며 QoE 대신
처리량을 극대화하는 곳에 UAV를 배치하는 것이
목표이다.

The Air-To-Ground Path Loss Model: UAV 통신
과정에서 거리 (d) 에 따른 신호 감쇄 효과로 인한
SNR(신호 대 잡음비)을 계산하기 위한 모델이다 [4].
4𝜋𝑑𝑓
PL(dB) = 20 log10 (
) + 𝑃(𝐿𝑜𝑆)𝜂𝐿𝑜𝑆 + 𝑃(𝑁𝐿𝑜𝑆)𝜂𝑁𝐿𝑜𝑆
𝑐
1
○
2
𝑃𝑟 (𝑑) = 𝑃𝑡 + 𝐺𝑡 − 𝑃𝐿 + 𝐺𝑟 − 𝐿
○
𝑠𝑖𝑛𝑔𝑛𝑎𝑙 𝑝𝑜𝑤𝑒𝑟 𝑃𝑟 (𝑑)
3
○
SNR =
=
𝑛𝑜𝑖𝑠𝑒 𝑝𝑜𝑤𝑒𝑟
𝑁
4 으로 사용자 (i) 의 Data
이렇게 구한 SNR 과 식 ○
Capacity(𝐶𝑖 )를 구할 수 있다.
4
𝐶𝑖 = 𝐵 log 2 (1 + 𝑆𝑁𝑅)
○
Airtime Fairness: 사용자들의 서로 다른 서비스
요구량에 따른 공평한 채널 사용 시간 (𝑡𝑗 ) 분배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자 (j) 의 Data Capacity (𝐶𝑗 ) 로
Throughput Capacity(𝐶𝑇,𝑗 )를 구할 수 있다 [6].
∑ 𝑡𝑗 ≤ 1

5
○

𝑗∈𝑈
6
𝐶𝑇,𝑗 = 𝑡𝑗 𝐶𝑗 𝑓𝑜𝑟 ∀𝑗 ∈ 𝑆
○
각 사용자에 대한 Throughput Capacity를 더한 최종
처리량을 높이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 목표이다.

𝑚𝑎𝑥 ∑ 𝐶𝑇,𝑖

7
○

𝑗∈𝑆
7 을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식 ○
만족시키는 UAV의 위치를 구하는 것이다.

3.2 강화학습 모델

3. 제안 사항
본 논문은 다수의 사용자가 UAV를 이용한 통신을 할
때, 각각의 사용자들의 서비스 요구량을 고려하여
UAV가 최대의 처리량을 낼 수 있는 위치를 찾기 위한
방안으로 강화학습 모델을 적용한다. 본 연구의 환경
구현을 위해 3.1절의 네트워크 모델과 3.2절의
강화학습 모델을 제안한다.
표 1. 변수 정의 및 사용 값
Parameter

Description

value

𝑓

Transmitter frequency

1.5GHz

𝑃𝑡

Base station transmitting power

10dBW

𝐺𝑡

Antenna gains for the base station

8dB

𝐺𝑟

Antenna gains for the user.

0dB

L

Total System Losses

8dB

B

Bandwidth

10MHz

𝑁

Noise power

100dBW

3.1 네트워크 모델

그림 2. 학습 시나리오 구조
강화학습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Unity로
했고
MLagents 컴포넌트와 Tensorflow를 통해 학습하였다.
에피소드가 시작되면 10명의 사용자와 1대의 UAV가
반지름이 250m인 범위 안에서 임의로 배치한다. 이 때,
사용자는 서로 다른 서비스 요구량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한 네트워크 모델들의 식에 따라 사용자들에 대한
전체 처리량을 계산한다. Action으로는 UAV가 임의의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그 후 처리량을 계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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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처리량과 비교한다. 만약 처리량이 증가했다면
증가치 만큼 Reward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에피소드를
종료하고 학습 모델의 변수들을 업데이트한다. 이렇게
에피소드를 반복하여 학습을 시킨다. 그림 2는 학습
시나리오의 전체적인 구조이다.
4. 성능 평가
성능 분석을 하기 위한 비교 방법은 Exhaustive
Search를 사용하였다. Exhaustive Search은 사용자들의
중심으로부터 주어진 범위를 1m간격으로 모든 점을
대입하여 가장 처리량이 높은 곳을 찾는 방법이다.
𝑃𝑒𝑟𝑓𝑜𝑟𝑚𝑎𝑛𝑐𝑒𝐴
𝑇ℎ𝑟𝑜𝑢𝑔ℎ𝑝𝑢𝑡𝐴 − 𝑇ℎ𝑟𝑜𝑢𝑔ℎ𝑝𝑢𝑡𝑖𝑛𝑖𝑡
=
𝑇ℎ𝑟𝑜𝑢𝑔ℎ𝑝𝑢𝑡𝑒𝑥ℎ𝑎𝑢𝑠𝑡𝑖𝑣𝑒 − 𝑇ℎ𝑟𝑜𝑢𝑔ℎ𝑝𝑢𝑡𝑖𝑛𝑖𝑡
8
○
8 을 사용하였다. 식
성능을 수치로 나타내기 위해 식 ○
8 로 정확도 측면에서 가장 좋은 Exhaustive Search를
○
대상으로 최초 처리량에 비해 얼마나 증가했는지
비율을 도출한다.

강화학습은 효율적으로 서비스 처리량을 높일 수 있다.

그림 3. 10개의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수행 시간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서로 다른 서비스 요구량을 가진
사용자들에 대해 서비스 처리량 최대화 위치를 찾는
방법으로 강화학습 중 PPO라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제안한 방법을 통해 알고리즘과 비교하여 98% 이상의
처리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본 논문에서 다수의
UAV의 통신, 에너지 효율, 그리고 보안 등 고려하지
않은 한계들을 향후 연구에서 추가로 고려하여 본
논문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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