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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드론을 중계기로 활용하여 통신 반경을 증가시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Carrier sense multiple access with
collision avoidance (CSMA/CA) 기반 드론 중계 알고리즘은 대부분 반이중 통신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드론에 전이중
통신 기술을 적용하면 수신과 동시에 중계 전송이 가능하며, 전송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이중 드론을
활용한 중계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성능분석 결과, 기존의 중계 알고리즘에 비해 처리율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Ⅰ. 서 론

최근에는 드론을 중계기로 활용하여 통신 반경을 증가시키는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1], [2]. 드론은 유연하고 신속하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

을가지고 있으며배터리로운용되므로지속적인 통신이어렵다는단점이

존재한다. 드론을 활용한 통신 방식에는 반이중 통신과 전이중 통신이 있

다. 반이중 통신은 송신과 수신중 하나만 가능하며 전이중 통신은 송신과

수신이 동시에 가능하다. 하지만 전이중 방식은 자신의 송신 신호가 간섭

으로작용하기때문에자기간섭제거기술이필요하다. 최근에는자기간

섭 제거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전이중 통신이 가능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전이중 드론을 활용한 중계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성능분석 결과 기존

의 중계 알고리즘보다 처리율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Ⅱ. 전이중 드론 중계 알고리즘

드론은 특정위치에서 hovering 하고 있으며 통신반경 안에서노드들은

랜덤하게 배치되어 있다. 제안하는 중계 기법은 carrier sense multiple

access with carrier avoidance (CSMA/CA) 기반으로 동작한다. 드론은

노드들과 request to send/clear to send (RTS/CTS)를 교환하는 과정에

서 signal to inference plus noise ratio (SINR) 정보를 획득한다. SINR

정보를 활용한 전이중 테이블을 생성한다. 전이중 테이블은 전이중 쌍 정

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이중 쌍을 맺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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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각각 업링크 노드와 다운링크 노드를 의미하며 는 전이중 쌍을

맺기 위한 임계 값을 의미한다. 드론은 (2)번 수식을 이용하여 최적의 위

치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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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는드론의 2차원좌표, 은드론의통신반경, 은노드의개수를

의미한다. 드론은 최적의 위치로 이동을 한 후 중계 통신한다. 중계 통신

을 하기 위해서는 노드들 중 하나가 채널을 차지해야 한다. Backoff를 사

용하여 노드들은 채널 경쟁을 하며 채널을 차지한 노드는 업링크 노드가

되고 드론에게 RTS 패킷을 전송한다. 드론은 SINR 정보를 활용하여 다

운링크 노드를 선택하고 선택한 결과를 CTS 패킷에 포함하여 전송한다.

업링크 노드는 드론에게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고 드론은 동시에 수신한

업링크 노드의 데이터 패킷을 다운링크 노드에게 중계 전송한다. 전송을

마친후 다운링크 노드는 드론에게 ACK 패킷을 전송하고드론은노드에

게 ACK 패킷을 순차적으로 전송한다.

그림 1. 노드 개수에 따른 처리율 변화

Ⅲ.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1은 노드개수에따른 중계알고리즘의처리율변화를나타낸다. 성

능분석결과노드 개수가증가할수록충돌확률이증가하기 때문에처리율

이 감소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노드가 5개 일 때, 기존의 알고리즘에

비해 각각 43 %, 47 % 처리율 성능이 증가하였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SINR 임계 값을 넘도록 드론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전이중 쌍 확률이 증

가하므로 전이중 통신 확률이 증가하고 따라서 처리율이 증가한다.

Ⅳ. 결 론

본논문에서는전이중드론을활용한중계알고리즘을제안하고 성능분

석을 수행하였다. 드론은 노드들과 전이중 쌍 매칭을 위한 최적의 위치로

이동하고 업링크 노드로부터 수신하는 데이터를 다운링크 노드에게 중계

전송한다. 성능분석 결과, 제안하는 중계 알고리즘의 성능이 기존의 중계

알고리즘의 비해 처리율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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