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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드론 네트워크에서 지연 감내형 트래픽을 전송하기 위한 기회적 라우팅(Opportunistic 

Routing) 알고리즘을 위치 정보와 Q-Learning 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Ⅰ. 서 론  

드론(Unmanned Aerial Vehicle, UAV)은 본래 

군사목적으로 개발되어 이용되었으나 점차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다수의 드론을 운용하려면 드론 

간 및 지상 노드와의 네트워크 연결이 필수적이다. 기존 

라우팅 알고리즘들은 드론의 이동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우팅 테이블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메모리와 연산양을 요구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위치 정보를 활용하는 기회적 라우팅 

알고리즘인 GEO-DIFFUSION [1]에 강화학습을 접목시켜 

더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Ⅱ. 본론  

본 논문에서는 위치 정보에 기반한 GEO-DIFFUSION 

(GEO) 알고리즘에 강화학습을 적용하여 기회적 라우팅을 

통해 메모리와 연산양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GEO 는 통신을 하기 위해 Forwarding Region (FR)을 

정하여 해당 구역을 벗어나면 수신된 데이터를 재전송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GEO 알고리즘의 정해져 있는 FR 의 

각도를 강화학습 알고리즘인 Q-Learning 을 사용하여 

최적의 각도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이웃 노드의 위치와 개수 정보가 

주어진다는 가정하에 실험을 진행하였다. 노드의 개수만큼 

360°로   나누어 초기 FR 의 각도(A)를 정한다. 

에피소드마다 정해진 노드의 각도(B)를 “제 2 코사인 

법칙”에 따라 구한다. A 와 비교하였을 때 B 가 작다면 

전송하고, 크다면 버리도록 설계하였다. B 가 A 보다 작을 

때만 학습을 진행하였다. 표 1 은 초기 상태와 학습을 

100 번, 그리고 1000 번 돌렸을 때의 각도의 변화를 나타낸 

표이다.  

 

표 1: 학습에 따른 forwarding region 각도 변화 

 GEO GEO + RL 

Initial angle  120° 120° 
100 episodes 120° 81.962° 
500 episodes 120° 60.37° 
1000 episodes 120° 60.002° 

본 실험을 통해서, 학습을 약 500 번이상을 진행하였을 

때, 설정된 노드의 위치에 따라 해당 노드에서 계산된 

각도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FR 의 

각도를 강화학습을 적용하였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하였을 때 그림 1 과 같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R 을 줄임으로써 라우팅에 소모되는 메모리와 

연산 양을 줄여 드론 간의 라우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강화학습을 이용한 드론 네트워크 라우팅 

방법을 제안하였고, 실험을 통해 학습된 모델의 각도가 

수렴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메모리와 연산양을 줄일 수 있어 더 효율적으로 

통신할 수 있게 한다.  

그림 1: 학습 횟수에 따른 포워딩 각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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