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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최근 무인 항공기를 이용한 통신기술 발전 경향에 맞추어 광선 추적시뮬레이터(ray-tracing tool) 기반 무인
항공기 채널 모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산악지형을 제작하고 무인 항공기 채널
모형 구축에 관해 고찰하였다. 이러한 UAV 채널 구축을 통해 앞으로 SLS 를 구축하여 UAV(unmanned aerial vehicle)를
기지국으로 이용한 통신에서 웨이브폼이나 스케줄링 등을 연구하고 연구결과를 평가하는데 이용 할 수 있다.

1.

Ⅰ. 서 론
UAV(unmanned aerial vehicle)는 현재 5 세대
통신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전 UAV 는 과거
군에서 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민간 영역까지
시장이 확대 되고 있다[1]. 현재는 운송 및 배달,
통신중계, 교통감시, 재난대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증대 되고 있다[2]. 이러한 경향에 발맞춰 UAV
통신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통신채널과는 달리 UAV 통신 채널은 UAV 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하좌우 3 차원 공간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이동통신 채널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을 보면
참고문헌 [3]에서는 Bristol 지역에서 200MHz, 1GHz,
2GHz, 2.5GHz, 5GHz 대역의 경로 손실(pathloss)
모델을 제시하였고 [4]에서는 0~800m 높이의 소형
UAV 의 채널 모델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UAV 채널은 기존 채널과는 다르게 높은 LoS(line of
sight) 확률을 갖고 강한 LoS 신호를 갖으며 지상에서의
통신보다 다중경로 성분이 적거나 매우 약한 특징이
있다.
기존의 대부분 논문들은 도심, 교외 지역에서 기하학
기반 확률적 채널모델방식이나 실측모델 기반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시나리오나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극복하기위해 UAV 채널 모델의
기초적인 연구로서 시나리오에 맞는 지형을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직접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Wireless Insite 라는 3D 광선 추적
시뮬레이터(3D ray-tracing)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뒤 A2G(air to ground) 채널 모델의 특징을
분석한다. .

지형 구축

본 연구에서는 무인항공기에 적합한 채널을 위해 실측
지형 기반의 광선 추적 시뮬레이터를 사용한다. 실제
지형 모델은 강원도 산악지형을 선택하였다.
기본 데이터 베이스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구할 수
있는 지형 파일을 이용한다. 이 지형 파일은 90m 단위의
가로, 세로, 높이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 xyz 파일
포맷이다. 하지만 90m 간격의 지형 파일은 실제 광선
추적 시뮬레이터로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이 90m 간격을 적당한 방법으로
보간(interpolation)한 후 광선 추적 시뮬레이터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
보간 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중
3 차 보간법(bicubic)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중 3 차 보간
법은 주로 이미지를 저해상도에서 고해상도로 바꿀 때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xyz 파일의 형태가 이미지처럼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보간법은
충분히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중 3 차 보간 방법으로 보간하면 다음과 같다.

Figure 1 보간된 지형 모습 (90m-10m-1m)
그림 1 은 강원도 산악지형을 국토지리정보원을 통해
10km2 크기의 90m 단위 지형을 얻은 후 10m 간격으로

Ⅱ.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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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간 한 후의 그림과 1m 간격으로 보간한 후의 그림을
나타낸 것이다.
보간한 후의 지형은 매우 매끄러운 표면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실제 지형은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
크기로 보간한 뒤 그 위에 약간의 랜덤한 성분을 섞고
다시 한번 보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산악지형의 경우에는 지형뿐만 아니라 나무와 풀, 바위
등 여러 장애물이 있으므로 좀더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나무와 풀, 건물과 길 등을 실제 환경과 비슷하게
배치 해야 한다.
2. 광선 추적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무인항공기는
100m 높이에 고정되어 있다. 유저의 수는 1000 명이고
1.5m
높이에
고정되어
있다.
안테나는
등방성
안테나(isotropic)를 사용하고 반송파 주파수는 2.4GHz
로 정하였다. 유저의 분포는 237m*98m 의 지형에
균일한 분포(uniform)를 같도록 배치시켰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A2G(air to ground)
채널을 분석하였다.

Figure 2 시뮬레이션 (초록색:송신기, 빨간색:수신기)
광선 추적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시뮬레이션을 하면 각각
송신기-수신기
한
세트마다의
파워,
지연시간,
출발각(AoD: angle of departure), 도래각(AoA: angle of
arrival)들이
결과로
나온다.
본
논문에서는
RMS 지연시간의 분포를 구해보도록 한다.
3.

시뮬레이션 결과

SCM 에서 RMS 지연시간의 분포를 알고 다른
파라미터(AoA, AoD, SF, K-factor)간의 공분산을 알면
채널에서 PDP 를 발생시킬 수 있다[6]. 따라서 UAV
채널 도 같은 방법론을 이용하여 채널의 PDP 를
발생시킬 수 있다. 하지만 3D-SCM 의 RMS 은 평균 7.03 이고 분산은 0.66 을 갖는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며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평균이 -7.8575 이고 분산은
1.89 인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므로 3D-SCM 방법론을
통해 UAV 채널 모델을 발생할 때는 UAV 환경에 맞는
파라미터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실제 지형과 유사한 산악지형을 직접
제작한 후 이를 기반으로 광선 추적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UAV 의 A2G 채널에 대해 알아보았다.
90m 간격의 지형을 보간법을 통해 필요한 간격으로
메우고 위에 건물 등을 추가한 후 자제 제작한 지형을
제작한 뒤 이를 기반으로 채널 구축을 진행하면 특정
시나리오에서 실제 환경과 유사한 채널을 구축할 수
있다.
앞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RMS 지연시간의 분포 만이
아니라 출발각(AoD), 도래각(AoA), K-factor 들의
분포와 각각의 공분산을 구해 3D-SCM 의 방법론이
적용 가능한지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채널 구축을 통해 SLS 를 구축하여 UAV 를
이용한 통신환경에서 웨이브폼이나 스케줄링 방법 등을
연구하고 연구결과를 검증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기존의 논문들과는 다르게 기존의 방식은
시나리오나
환경이
달라지면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지만
실측지형을
기반으로
지형을
제작하고
광선추적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면 좀더 현실적인 채널을
얻을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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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와 같은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RMS 지연시간의
분포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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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MS 지연 시간의 CDF
그림 3 은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UAV A2G 채널의
로그노말 RMS 지연시간의 누적 분포의 모습이다.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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