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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스마트 디바이스 수의 증가와 함께 데이터 트래픽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 디바이스들의
연결에 필요한 기지국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갑작스럽게 인구가 증가하는 콘서트장, 놀이공원과 같은
장소마다 기지국을 설치를 하는 것은 경제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치가 쉽고 보다
저렴한 UAV (Unmanned Air Vehicle)는 좋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백본 네트워크로 향
하는 데이터 트래픽의 부하를 줄이고 사용자에게 더욱 빠른 시간내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
디바이스를 거리에 따라 K-means 알고리즘을 활용해 클러스터링하고, 서비스 사용 트래픽 데이터셋을
딥러닝의 Long Short Term Memory를 통하여 분석하고 가장 수요가 높은 컨텐츠를 UAV에 캐싱하는 프
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이는 기존의 컨텐츠 서버에서 서비를 제공받는 상황보다 더욱 빠른 서비스 응답 시
간을 제공 할 수 있으며, 높은 hit rate를 제공 할 수 있음을 보인다.

1. 서

론

Cisco 전망에 따르면 2020년까지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 디바
이스가 500억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1]. 이렇게 급
증하는 스마트 디바이스에 따라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과 같은
데이터 트래픽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 디바이스의 서
비스 요청과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기지국 혹은 스몰
셀 기지국 설치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놀이공원, 콘서트장과
같이 갑작스럽게 데이터 사용자가 증가하는 곳마다 기지국을 새
로 설치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적으로 한계가 있다. 여기서 UAV
(Unmanned Air Vehicle)는 설치가 간편하고 기존의 기지국을 설
치하는 것 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
다.
현재 UAV는 최적 배치 문제, 에너지 효율 문제 등 다양한 분
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UAV의 기지국에 컨텐츠를 캐싱
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UAV-BS에 컨텐츠를 캐싱하여 연결된 사용자들에게 기존의 컨텐
츠 서버에서 제공 하는 것 보다 더욱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의 2장에서 UAV의 배치문제와 관련된 연구
들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첫째로 UAV를 기지국으로 활용하기 위
해 K-means 알고리즘을 통하여 UAV의 수에 따라 사용자의 구역
을 클러스터링하고, 각 UAV에 사용자의 서비스 사용 트래픽 정
보 데이터셋[2]을 딥러닝을 통해 분석하여 수요가 많은 컨텐츠를
UAV-BS에 캐싱하여 사용자의 서비스 요청을 빠른 시간 내에 처
리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4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컨텐츠를 예측하고, 캐싱하여 기존의 컨텐츠
서버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법과의 서비스 처리 속도를 비교

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5장에서 결론 및 향후 방안을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논문 [3], [4]은 강화학습 Q-learning을 활용하여 UAV를 배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단순히 스마트 디바이스의 연결
을 위한 기지국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논문 [5]는 분산된 UAV 포트
를 관리하고 각 UAV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알고리즘
제안한다. 현재 UAV 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
고 있으나 UAV-BS와 관련하여 컨텐츠 캐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UAV를 K-means 알고리즘을 통해 클러스
터링하고, 연결된 사용자의 트래픽을 딥러닝을 통해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컨텐츠를 캐싱하며, 이1)러한 시스템을 모듈화한 프레임워크
를 제안하고자 한다.
3. 제안사항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 구성도이며, 다음과 같

이 논문은 2019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
술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2015-0-00557, IoT 기기
의 물리적 속성, 관계, 역할 기반 Resilient/Fault-Tolerant 자율 네트워
킹 기술 연구) 또한 이 논문은 2019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2019-0-01287, 분산 엣지를 위한 진화형 딥러닝 모델생성 플랫폼).
*Dr. CS Hong is the corresponding author

888

2019년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술대회 논문집

이 컨텐츠 서버, UAV 기반 기지국 그리고 유저의 스마트 디바이
스 (UE) 로 나눈다. 여기서 UE는             으로 나
타 낼 수 있으며, 모든 비디오 컨텐츠는            
으로, UAV-BS는        로 나타낸다.
3.1 UAV Allocation and Network Model
본 논문에서 UE를 클러스터링하고 각 UAV를 구역별로 할당하기
위해 K-means 클러스터링을 활용했다. 이렇게 클러스터링된 각 구
역의 중심  에 UAV-BS b가 위치한다. 그림 2는 UAV-BS 할당을
위해 필요한 변수를 나타내며, d는 UAV-BS와 UE간의 거리, R은
UAV의 커버리지 거리, H는 UAV의 높이이며 u는 UAV의 (x, y) 좌
표이다. 또한 u와 UE 사이의 거리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  은 만약 UE u가 요청한 컨텐츠가 해당 UAV-BS b에
존재할 경우에    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0으로 나타낸다.

(1)

또한 [6]에 따라, UE의 Line of sight (LoS) 및 Non-Line of
Sight (NLoS)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 본 논문은 Air-To-Ground
(ATG) 채널 모델을 따르며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 (2)


   exp     tan         



                  ,



신호 감쇄 효과를 계산하기 위하여 UAV-BS와 UE 사이의 거리
인 d를 인자로 사용하였으며, 여기서 c는 빛의 속도를 의미한다.
식 (1), (2), (3)과 (4)를 사용하여 신호 대비 잡음비 (SNR)과 신호
세기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5)
   
 
     ,
(6)

 

Shannon-Hartley 공식에 따라, UAV-BS b와 UE u 사이의 데이
(7)

3.2 System Module and Problem Formulation
각 UE u가 컨텐츠를 제공받는 딜레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공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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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og                        (4)

터 전송속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og        ,

여기서  는 UAV-BS와 UE 사이의 전송되는 컨텐츠 사이즈를
나타낸다. 식 (7), (8), (9)와 (10)을 통하여 각 UE가 컨텐츠 w를
받기위해 걸리는 다운링크 딜레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
다.
         
(11)

그림 2. UAV-BS 할당 모델

그림 1. 시스템 모델

  ∥    ∥              ,

마찬가지로 UAV-BS b와 컨텐츠 서버 i 사이의 데이터 전송 속
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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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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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서 첫 번째 제한사항은 UAV-BS의 캐싱 수용량에 대한 것
이며, 두 번째는 모든 UAV-BS의 캐싱 수용량이다. 위의 공식에
서   ∈    은 컨텐츠 w의 popularity에 기반한다.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UAV-BS와 컨텐츠 서버의 모
듈에 대한 설명이다. Service Routing Module은 현재 UAV-BS에
캐싱되어 있는 컨텐츠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사용자가 요청한
컨텐츠를 UAV 내에서 제공이 가능할 경우, 트래픽을 Service
Provider Module에서 제공하는 해당 서비스에 넘기며 제공이 가
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컨텐츠 서버로 해당 서비스를 요청한다.
이때 사용자가 요청한 데이터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해당 컨텐츠
IP, 요청한 사용자의 IP, 컨텐츠의 크기 및 타임 스탬프 정보를
Traffic Database에 저장하며, UAV-BS는 주기적으로 컨텐츠 서버
에 데이터를 전송한다. 여기서 Service Provider Module은 Docker
를 활용하여 만들었으며, 컨텐츠 서버가 캐싱을 위해 컨텐츠를
보내면 해당 컨텐츠를 Service Provider Module 위에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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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LSTM을 활용한 컨텐츠 사용 예측 그래프
그림 3. 시스템 모듈 도면
컨텐츠 서버는 일정 주기마다 각 UAV-BS의 Traffic Database 정
보를 받아 데이터셋을 구축하며, Traffic Analysis Module은 이렇
게 모인 데이터셋을 LSTM을 통해 분석, 예측하고 각 UAV-BS에
가장 수요가 높은 컨텐츠를 전송한다.
4. 성능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된 프레임워크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

그림 6. 각 알고리즘별 총 컨텐츠 응답 시간

에 컨텐츠 서버에서 사용자들이 컨텐츠를 제공받은 상황과 랜덤
으로 캐싱된 상황, 그리고 컨텐츠의 크기의 순서대로 캐싱된
Round Robin 방식과 비교한다. 데이터셋은 [2]를 사용하였으며,
UE는 Poisson Point Process에 따라 랜덤하게 위치를 배정하였다.
K-means 클러스터링에 따라 그림 4와 같이 UAV-BS가 위치한다.

현재 UAV의 이동성과 에너지 효율이 고려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며
향후 제안한 프레임워크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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