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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Drone: 드론 편대를 통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요 약

최초에 군용으로 개발되었던 무인기(Unmanned Air 

Vehichle, 이하 드론)가, 최근 많은 연구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다수의 드론을 통해 드론 편대를 구

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무선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며, 

재난 지역과 같은 무선 네트워크 접속이 불가능한 지역에 있는 

사용자가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Net-Drone을 제안

한다. Net-Drone은 무인기간 유기적인 비행 정보 교환을 통

해 드론 편대에 기반한 네트워크망 구축에 있어서의 안정성을 

증강시키고, 드론 편대의 위치 정보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체계

를 통해 최적의 라우팅 경로를 파악하여 지상의 네트워크 트래

픽에 기반한 최상의 드론 배치를 설정한다. 본고에서는 Net-

Drone의 물리적인 구현에서부터 사용자에게 네트워크를 공급

하게 되는 전체 과정을 소개함으로써, 재난 지역 등의 네트워크

가 연결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대

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Ⅰ. 서 론

무인 항공기, 혹은 드론(drone)은 조종사를 탑승하지 않고 지

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행체이다. 최근에는 정

찰, 전자전, 기만, 공격, 전투, 표적 등의 군사적 용도뿐만이 아

니라 감시용, 연구개발용, 촬영용, 범죄수사용, 운송용 등에 널

리 이용되고 있다. 또한,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드론의 통신 

능력을 기반으로 이를 네트워크에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도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림 1>과 같이 드론 편대의 애드 혹 네트워크를 

통해 모바일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각

각의 Net-Drone은 마치 무선 근거리 통신망(Wireless Local 

Area Network (WLAN))의 액세스 포인트(Access Point)와 유

사한 방식으로 주변 사용자 단말에게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

함과 동시에, 인근 드론과의 라우팅(Routing)을 통해 데이터 

패킷을 지상 제어 장치(Ground Control Center (GCS))로  전

달하고, GCS는 게이트웨이(Gateway)로의 역할을 하여 외부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통해 사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설계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는다.

가.  사용 가능한 무선 통신 공간 확대: 전파를 이용한 무선 통

신은 공간을 통해 이루어진다. 전파는 파동의 일종이기 때

문에, 둘 이상의 전파 신호가 한 공간 내에서 서로 교차하게 

되면 간섭이 발생하여 신호가 왜곡된다. 기존의 네트워크는 

지상 혹은 지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낮은 고도의 공

간만을 활용하여 이와 같은 간섭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나, 

본고에서 제안하는 Net-Drone은 높은 고도의 자유 공간에

서 통신하기 때문에 전파 간섭의 영향을 덜 받게 된다.

나.  네트워크망 구축의 유연성: 드론을 활용하여 무선으로 네트

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기 때문에, 무선 통신이 급박하게 필

요한 각종 상황에서 신속하게 네트워크를 보급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유선 연결 혹은 기지국(Base station)의 설치

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드는 비용도 상대적으로 낮다.

다.  기존 네트워크 인프라와의 협업을 통한 네트워크망의 확장 

용이: Net-Drone은 그 구조상 다양한 무선 통신 인터페이

스를 장착할 수 있다. 즉, 3G 및 LTE 네트워크나 WiFi 등

그림 1. 드론 편대를 이용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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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구축

된 무선 네트워크망과의 연결이 용이하다. 즉 Net-Drone

을 통해 기존의 무선 네트워크망을 더욱 확장하거나 네트워

크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을 손쉽게 지원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드론에 대한 연구 및 액세스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들을 도시하고, 이들이 Net-Drone에 활용되는 방향

을 설명한다. 그리고 Net-Drone을 통해 구축하는 무선 네트워

크 인프라의 전반적인 구조를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각 

구성요소들의 설계 방법, 드론 편대 구성법, 네트워크를 구축하

는 방식, 그리고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Net-

Drone을 통해 구성된 드론 편대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즉, 갑자기 드론이 고장이 나거나 결함이 생길 시 안전

하게 비상 착륙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특정 위치의 드론을 다른 

새 드론으로 교체하는 핸드오버 기술 및 사용자의 위치를 고려한 

네트워크 토폴로지 구성 기술에 대해 소개한다. 그리고 실제 구

현 사례를 통해 Net-Drone이 실제로 동작함을 보일 것이다. 그

리고 Net-Drone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설명한다.

Ⅱ. 기존 연구

최초에 무인기 시스템이 개발된 이후로, 항공 제어 기술과 전

력 기술 및 무선 통신 기술의 발달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드

론 활용 방안이 제시되었다. 여러 대의 소형 무인기를 통해 산악 

지역의 화재를 감지하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1]에서 제시되

었고, 도로 감시 및 교통량 측정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연구가 

[2]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여러 무인기를 통해 운송 작업을 수행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3]에 있다. 한편, 다수의 드론 및 드론 

편대의 제어에 중점을 둔 연구는 [4]에서 이루어졌다. 

Net-Drone간의 연결 혹은 Net-Drone과 GCS 와의 연결

은 단말과 Net-Drone과의 연결과 차이가 있다. 드론 편대 및 

GCS 사이의 네트워크는 무선으로 멀티 홉 통신(Multi-hop 

communication)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애드 혹 네트워크

(Ad hoc network)의 한 형태으로 볼 수 있다. 애드 혹 네트워

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5]에 수록되어 있고, 이 중 모바

일 노드(Mobile node)를 활용한 애드 혹 네트워크를 MANET 

(Mobile Ad hoc Network)라고 한다. MANET은 지상에서 움

직이는 차량 등을 활용한 VANET (Vehicle Ad hoc Network)

와 공중의 비행체를 이용하는 FANET (Flying Ad hoc 

Network) 등을 포함하는데, 각각에 대한 설명은 차례로 [6]과 

[7]에서 제시되어 있다. 

드론을 활용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기존 네트워크와 협업

하는 방안들은 앞에서 거론한 Google의 LOON Project [8]와 

Facebook의 Aquilla [9]가 대표적이다. LOON Project는 열

기구를 성층권에 띄워 네트워크 오지에서도 인터넷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Facebook의 Aquilla Project는 태양

열을 이용하여 장시간 비행할 수 있는 대형 드론을 통해 기존의 

네트워크 인프라와 협업하는 구조를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들 

프로젝트는 본고에서 제시하는 드론 편대의 무선 네트워크 인

프라와는 달리, 기존 네트워크를 보조하는 데 그치거나 무작위

의 넓은 범위에 인터넷을 공급하는 방법이다. 본고에서 제안하

는 Net-Drone은 무인기의 뛰어난 기동성을 통해 재난 지역에 

신속히 네트워크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써, 네트워크의 전개 

및 배치와 복귀 과정이 [8]과 [9]에 비해 간편하고 네트워크 망

을 유연하게 조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Ⅲ. 드론 편대 무선 네트워크의 구조

본 장에서는 Net-Drone으로 구성된 드론 편대를 통해 구축

된 네트워크 인프라의 전반적인 구조를 설명한다. <그림 2>에

서 그 구조를 간략하게 도시하였다.

네트워크 경로를 개략적으로 표현하면, 사용자 단말에서 한 

기의 Net-Drone으로, 해당 Net-Drone에서부터 GCS와 연

결될 수 있는 Net-Drone으로, 그리고 GCS에서 외부 네트워

크로 연결된다. 각각의 Net-Drone은 Access Point처럼 지상

에 비컨(beacon) 신호를 보내고, 단말은 이를 검색하여 네트

워크 연결을 시도한다. Net-Drone은 자신과 연결된 사용자

의 데이터를 GCS로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해 통신 제어 모듈 

(Communication Management Module)을 통해 인근 다른 

Net-Drone및 GCS에게 메시지를 전송한다. 마지막으로 GCS

까지 메시지가 도달하게 되면, GCS의 네트워크 제어 모듈은 메

시지의 헤더를 확인하고 이를 외부 네트워크로 보내거나 다른 

라우팅 경로로 전송한다.

이 때, GCS는 드론 간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편대에 대한 제

어 작업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Net-Drone들은 사

용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라우팅 경로를 통해 자신의 비행 상

태 및 배터리 잔량 등을 전송한다. GCS의 편대 제어 모듈(Fleet 

Management Module)에서는 이를 전달받아 비행 편대의 상태

를 점검하고, 기존 드론의 이탈 및 새로운 드론의 투입 등을 총

괄한다. 이 과정에서 편대 내의 각각의 Net-Drone에게 비행 

명령을 전송하고, 드론 편대의 정보 등을 네트워크 제어 모듈

(Network Manage-ment Module)에 전송함으로써 모든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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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의 라우팅 경로를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한다.

최적의 라우팅 경로를 산출하기 위해, 최초에는 드론의 위치정

보를 바탕으로 라우팅 메트릭 (routing metric 또는 link cost)

를 결정한다. 공중 무선환경의 경우 각 드론은 서로 Line-of-

Sight(LoS)에 놓이게 되므로 라우팅 메트릭은 거리의 영향을 가

장 많이 받기 때문이다. 배치 후에는, 거리 이외의 환경을 파악하

기 위하여 각각의 Net-Drone은 인근 드론이 보내는 비컨 메시

지를 통해 링크 상태(link state)를 파악한다. 이 링크 상태를 라

우팅을 통해 GCS의 네트워크 관리 모듈로 전송함으로써, GCS에

서는 편대의 비행 정보와 종합해 모든 드론의 최적의 라우팅 경

로를 갱신한다. 갱신된 라우팅 테이블은 다시 각 드론에게 전달

되어, 모든 드론이 최적의 라우팅 을 수행하도록 지시한다.

IV. 드론 편대 무선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

본절에서는 Net-Drone, 지상제어 장치, 라우팅 프로토콜, 

드론 편대 제어, 드론 비행 제어 모듈 드론 고장안전 장치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1. Net-Drone

Net-Drone의 하드웨어 플랫폼은 고정익기, 멀티롭터 등 다

양한 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 안정적으로 

무선 네트워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비행체가 공중의 특정 위

치에서 호버링(hovering)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고

에서는 <그림 3>과 같은 멀티롭터 (Multi-roptor)의 형태를 사

용한다고 가정한다. 멀티롭터는 각 프로펠러의 분당 회전 수

(rpm)의 차이를 통해 다양한 이동이 가능한데, 이러한 비행에 

관한 업무를 비행 제어 모듈(Flight Management Module)에

서 담당한다. 단, 비행 관련 명령을 GCS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비행 제어 모듈은 드론에 탑재되어 있는 소형 컴퓨터를 통해 비

행 명령을 전달받아 Net-Drone 하드웨어를 제어한다. 컴퓨터

로부터 비행 제어 모듈로의 비행 명령은 MAVLink [10] 를 통

해 전달된다.

통상적으로 드론들은 대부분 텔레메트리(Tele-metry)를 이

용하여 지상 제어 장치(Ground Control Station (GCS))와 통

신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터넷 망과는 별개의 망

으로써 대역폭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즉, 드론을 통해 네트워

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네트워크 모듈이 병렬

적으로 구비되어야 한다. 즉, Net-Drone은 두 개의 네트워

크 인터페이스를 장착하는데, 하나는 사용자 단말과의 통신(엑

세스 네트워크)을 위한 인터페이스, 다른 하나는 드론 간의 통

신(애드 혹 네트워크)을 위한 인터페이스로써 활용한다. 이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는 와이파이(WiFi), 지그비(Zigbee), 

그림 2. Net-Drone 기반 네트워크 인프라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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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wave, 3G, LTE, WiMax 등 상황에 맞는 어떠한 통신 장비

로도 구현될 수 있다. 이 때, Net-Drone은 자신과 연결된 지

상의 사용자에게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동시에 라우팅이 필요

한 경우 근처 드론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

고, 사용자와의 통신과 드론들 간의 통신이 공존할 경우 통신 

성능이 크게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인터페이스를 서

로 다른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게끔 한다. 예를 들어, IEEE 

802.11n 기술의 경우 2.4GHz와 5.0GHz대역의 통신을 모두 

지원하므로,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각각의 주파수 대역을 활용

하게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에서 사용자와 드론 사이의 

통신은 장애물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2.4GHz 대역 내의 채

널들로 통신을 하고, 드론은 서로의 시선 내에 있으므로(Line 

Of Sight (LOS)) 직진성이 높은 5GHz 대역의 채널들을 이용하

여 통신을 함으로써 채널 활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애드 혹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경우 LOS가 보장되고 사용자

와의 네트워크보다 비교적 먼 거리를 전송해야 하므로, 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사용자 네트워크 인

터페이스의 경우, 커버하고자 하는 네트워크 지역을 균일하게 

설정하기 위하여 무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 밖의 구성으로는 Net-Drone 자체에 소형 및 경량화된 기

지국 모듈을 장착하여 셀룰러 네트워크(cellular network)에서

의 기지국(base station) 역할을 수행하게 구성할 수 있다. 또는 

경량화된 GCS를 마스터(master) 드론에 탑재하여 지능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다른 드론들을 제어하는 구성 또한 가능하다.

2. 지상 제어 장치(GCS)

Net-Drone을 통한 드론 편대 기반 네트워크 인프라는 지상 

제어 장치(Ground Control Station (GCS))를 포함한다. GCS

는 동적 호스트 설정 통신규약(DHCP) 기능을 통해 편대를 구성

하는 다수의 Net-Drone을 제어하는 중앙 통제 시스템으로써, 

각각의 Net- Drone이 비행해야 할 위치를 실시간으로 배정해

주고 그들 간의 네트워크 상태 감지 및 게이트웨이 (Gateway)

로써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Net-Drone에 비해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의 양이나 통신 트래픽이 높기 때문에 고성능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및 컴퓨터가 필요하며, 백본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위해 Net-Drone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필요로 한다. 3장에서 소개되었던 각 모듈은 <그림 4>와 같이 

모두 GCS의 컴퓨터 내에서 구현된다. GCS 소프트웨어는 각 드

론의 링크 상태와 비행 정보를 받아, 이를 통해 라우팅 테이블을 

갱신하고 이를 다시 애드 혹 네트워킹을 통해 각 드론에게 전달

한다. 위의 정보를 통해  편대의 상황을 파악하고, 추후 편대의 

이동을 결정하거나 네트워크 관리자로부터 명령을 받은 뒤 이를 

비행 명령 코드로 변환하여 각 드론에게 알린다. 또한, 데이터 

패킷을 받아 목적지를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이를 백본 네트워

크 및 인근 드론에게로 포워딩(Forwarding)한다.

3. Net-Drone 라우팅 프로토콜

라우팅(Routing)이란 네트워크 내에서 하나의 데이터 패킷이 

전송되어야 할 경로를 설정해 주는 과정을 의미한다. 크게 중앙

화(Centralized)된 방식과 분산화(Decentralized)된 방식이 있

는데, 중앙화된 방식은 하나의 서버 및 대표 노드가 모든 노드

의 서로간의 링크 상태(Link state)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각 

노드의 라우팅 테이블을 산출하여 전송하는 방식이고, 분산화

된 방식은 각 노드가 모든 노드와의 링크 상태를 주변에 보내고 

주변으로부터 받음으로써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을 완성해 가는 

방식이다. 

분산화된 라우팅 프로토콜 방식은 서버 및 대표 노드 없이도 

라우팅 테이블을 완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본고에서 제

안한 Net-Drone에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우선 라우

팅 테이블을 전달받아 이를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버

헤드(Overhead)를 무시할 수 없다. Net-Drone의 경우 비행체

이기 때문에 고성능의 컴퓨터를 장착하기 어려우므로, 통신 외

의 오버헤드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라우팅 프로토콜을 설

정해야 한다. 또한, Net-Drone의 이동성 및 노드의 잦은 이탈

그림 3. Net-Drone의 세부 구조. 그림 4. GCS의 세부 구조.

110 | 정보와 통신

주제 | Net-Drone: 드론 편대를 통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과 편입 등이 생길 경우, 분산화된 라우팅 테이블 방식에서는 

이를 처리하기 위한 과정이 복잡하고 추가적인 전송 지연을 발

생시킬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비행 정보와 

링크 상태를 통해 라우팅 테이블을 GCS에서 보급하는 중앙화

된 라우팅 프로토콜을 제시한다.

앞의 3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GCS는 편대 제어를 위해서

도 비행 정보를 수집하고, 각 드론의 위치정보를 항상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이 때, 드론들은 공중에서 무선 통신을 수행하므

로, 이들은 높은 확률로 주변 드론들과 LOS 환경에 놓여있게 

된다. LOS  상태에 놓인 경우의 라우팅 메트릭(Routing met-

ric)은 서로의 거리와 비례하게 된다. 이에 착안하여, 각 드론간

의 거리를 라우팅 메트릭으로 변환하고, 변환된 데이터를 통해 

라우팅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완성된 테이블을 애드 혹 네트워

크를 통해 모든 드론에게 전파한다. 비행 정보가 실시간으로 변

경되므로, 일정 주기를 갖고 라우팅 테이블을 생성한 뒤 라우팅 

테이블의 변화가 있는 드론에게만 라우팅 테이블을 재전송 함

으로써 불필요한 메세지 전송 오버헤드를 줄이는 동시에 현재

의 편대 상황에 맞는 최적의 라우팅 경로를 유지한다.

4. 드론 편대 제어 

네트워크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드론 편대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이들 위치를 점검함으로써 편대를 유지하

고 필요에 따라 배치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편대를 구

성하는 드론이 추가되거나 이탈한 경우 이를 편대 정보에 즉각

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편대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

해 지상 제어 장치(GCS)에서 모든 드론을 편대 목록에 등록하

고, 각각의 드론이 자신의 센서값을 통해 파악한 물리적인 위치

를 보고받으며, 편대의 임무 또는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환경에 기초하여 편대의 형태를 제어하고, 드론의 추가 및 이탈

을 편대 정보에 즉각 반영하는 작업 등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

서 각 드론은 GCS로 자신의 상태를 보고하기 위해 멀티 홉 통

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GCS는 이들의 위치 및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판단하며 드론 간의 충돌 회피 및 장애물 회피 등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아래에 다양한 상황에 대한 드론 편대 제

어 방법을 나누어 설명한다.

가.  기상환경에 따른 제어: 드론은 주변 환경에 따라 편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바람이 강하게 부는 상황

에는 서로의 비행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드론들이 더욱 분

산되어 날아야 하거나, 바람이 적고 조용한 경우에는 비교

적 높게 날아 지상에 소음을 덜 일으키게 할 수 있다. 이

러한 주변 환경에 따른 제어를 위해, 편대를 구성하는 드

론들 중 적어도 하나의 드론에 주변의 기상 환경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장착하고 그 결과를 GCS에 보고함으로써 

드론의 전체적인 편대를 제어하는 과정이 포함될 수 있다.

나.  지리적 환경에 따른 제어: 지리적 환경에는  자연 지형뿐

만 아니라 건물, 도로 등의 인위적인 지형물 또한 포함된

다. 비행 중인 편대가 지형과의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그 

형태를 지형에 맞추어 변형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좁은 

공간을 지나갈 때는 편대를 긴 일자 형태의 모양으로 변형

하고, 지나간 후에는 다시 원래의 편대를 수복하는 등의 

편대 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GCS에서 모든 드론의 

물리적 위치 및 해당 위치 근방의 지리 정보를 알 수 있으

므로, 현 비행 시나리오에 있어서의 충돌 여부를 확인하

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형태로 각 드론의 비행 경로를 수

정할 수 있다.

다.  임무에 따른 제어: 본고에서는 Net-Drone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그 임무이므로, 네트워

크의 성능 및 서비스 제공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드론 편

대의 전개를 결정해야 한다. 각각의 드론을 넓게 분포할

수록 넓은 범위에 네트워크를 공급할 수 있게 되지만, 드

론 간의 상대적 거리가 넓어질수록 애드 혹 네트워크의 성

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네트워크의 품질 및 안정성

이 떨어지게 된다. 반면 좁게 분포할수록 애드 혹 네트워

킹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서비스 제공 지역 및 

드론 간 네트워크의 간섭 현상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는 오히려 네트워크 성능의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다. 

즉 이러한 네트워크 성능 및 스펙을 고려하여 편대를 제어

할 수 있다. 

5. 드론 비행 제어 모듈

드론 편대는 GCS로 비행 정보를 송신하고 명령을 하달받아 

이동하지만, 실시간으로 비행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드론 자체

적으로도 판단해야 할 경우가 있다. 아래에 드론의 상태를 측정

하는 방법과 드론의 고장 시 작동할 수 있는 안전 장치에 대해 

서술한다.

가. 드론 상태 측정

Net-Drone 기반 네트워크 인프라의 경우 임무 시간이 최대

한 길어야 하기 때문에 기체에 실을 수 있는 중량이 한정되어 있

다. 즉 드론에는 고성능의 센서들(GPS 센서, 속도 센서, 자이로

스코프 등)을 사용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지는 

가벼운 센서들을 사용해야 한다. 즉, 드론에 장착된 센서를 통

해 얻는 드론의 상태 정보는 그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GCS

에서 각 드론의 물리적 위치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임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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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정밀도가 떨어지거나 드론들끼리 혹은 지형과의 충돌을 미

연에 방지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GCS 혹은 주변의 다른 드론들로부터의 오차 보정 정보를 수신

하여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즉, 드론

은 자신의 상태를 측정한 뒤 주변의 다른 드론들 및 GCS에게 보

정정보를 요청한다. 해당 기기들은 보정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바로 요청한 드론에게 전달하고, 존재하지 않는 경우 주변

의 다른 드론들로부터 보정 정보를 수신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변 모든 기기들로부터 보정 정보를 재귀적으로 종합한 뒤 처

음 요청한 드론은 자신의 상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나. 드론의 고장안전 장치 

기존의 비행체 고장안전 장치들은 기지로의 복귀를 시도하거

나 복귀가 불가능할 경우 동력을 끊어 추락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Net-Drone의 경우 사용자에게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

공하는 임무를 수행하므로 갑작스러운 추락이 발생하였을 때 

밑에 있는 사용자와의 충돌로 인한 상해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이 높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비행체의 비상 상태에 따른 고장

안전 장치 모듈을 제안한다.

모듈의 구성을 비행체 상태 분석부, 고장안전 조치부, 비상 

제어부와 같이 구성하고, 비행 상태를 정상 상태, 비상 상황이

지만 자동 비행이 가능한 제1 비행 상태, 자동 비행이 불가능한 

제2 비행 상태, 비행 자체가 불가능한 제3 비행 상태로 나눈다. 

상태 분석부는 비행체의 각 구성요소를 점검하여 고장 여부를 

판단하고, 고장안전 조치부는 비행체의 비행 상태를 결정하고 

결정된 상태에 따라 고장안전 조치를 명령하며, 비상 제어부는 

고장안전 조치부의 명령에 따라 비행체의 비행을 제어한다.

제1 비행 상태의 경우, 상태 분석부에서 자동 비행이 가능한 

시간을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사용자가 미리 지정한 안전 지

역과의 거리를 탐색한다. 자동 비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2 비행 

상태로 전환될 수 있으며, 제2 비행 상태의 경우 비행 상태가 

정상으로 되돌아 올 때까지 비상 제어부에서 기체가 제자리 비

행을 하도록 비행체를 제어한다. 비행 상태가 정상으로 되돌아

오지 않는 경우, 비상 제어부에서 기체의 고장 직전까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안전 지점을 향해 비행을 시도한다. 해당 

착륙 가능 지점에 도달한 경우, 제2 비행 상태에서 제3 비행 상

태로 전환되며 비행체의 위험을 주변에 알리고 추락하게 된다. 

위와 같은 고장안전 장치를 Net-Drone에 적용하여 네트워크 

서비스 중인 드론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하고 안전하

게 처리하고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유지하기 위한 후속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6. 드론 네트워크의 핸드 오버 제어

핸드 오버(Hand-over)는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네트워크상

에서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로

써, 사용자가 기존의 기지국 영역에서 다른 기지국 영역으로 이

동하는 경우나 기지국 내의 무선 채널 상태가 불량한 경우 사

용자 단말과 연결중인 기지국을 변경할 때 새로운 기지국에 자

동 동조되는 기술을 뜻한다. Net-Drone 기반의 네트워크 인프

라는 드론의 특성상 교체, 투입 또는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의 핸드오버 기술을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공중에서 이동성이 높은 네트워크망을 구축한 경우의 안정적인 

핸드오버 기법을 제시한다.

우선, GCS가 새롭게 투입될 드론에게 네트워크 연결 정보를 

할당하고, 해당 드론을 포함하는 가상의 라우팅 테이블을 생성

한다. 해당 드론이 실제로 투입된 후, 가상의 라우팅 테이블을 

실제 라우팅 테이블로 변경시키고, 새롭게 갱신된 편대가 비콘 

메시지 등을 통해 링크 상태를 보고하게 되면 이를 통해 라우팅 

테이블을 최적의 형태로 보정하게 된다. 위의 과정을 통해 새로

운 드론은 기존의 애드 혹 네트워크의 토폴로지에 자연스럽게 

편입된다.

기존의 드론 중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드론을 발견하여 이를 

새로운 드론으로 교체해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

해 네트워크 상황을 정리한다. 교체되어야 하는 드론이 비행 가

능한 상태인 경우, 대체할 드론을 이동시키고 교체되어야 할 드

론의 네트워크 정보 및 운영 정보를 모두 대체 드론으로 복사한 

다음, 기존 드론을 복귀시킨다. 만약 기존 드론이 비행 불가능

한 상태인 경우, 대체할 드론에 해당 드론의 네트워크 정보 및 

운영 정보를 GCS로부터 받아 복사하고 이를 기존 드론의 위치

로 이동시킨다. 기존 드론은 GCS를 통해 기지로 복귀시키거나, 

4.5.2의 드론의 고장안전 장치 등의 절차를 통해 착륙시킨다.

7. 드론 네트워크의 토폴로지 구성 방법

효율적으로 네트워크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드론의 배

치가 매우 중요하다. 지상의 access point를 효율적으로 배치

하기 위한 알고리즘은 상당 부분 연구되었으나, 이들은 2차원

상에 AP를 설치하는 알고리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AP간의 

애드 혹 네트워킹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뿐이

다. Net-Drone을 활용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할 때는 드론

을 3차원에 배치할 뿐만 아니라, 드론 간의 애드 혹 네트워크까

지 고려해야 하므로 다소 복잡한 배치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사용자가 드론과 연결될 수 있고 연결된 드론이 성공적으로 

GCS와 통신할 수 있게끔 드론을 배치하는 기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GCS가 Net-Drone들을 통해 사용자들의 위치를 검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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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용자들의 군집 정도에 따라 이들을 클러스터로 분할한다. 

그리고, 각 클러스터에 포함된 사용자들 간의 거리 정보에 기초

하여 드론들의 배치 형태를 결정하는 토폴로지를 구성한다. 

<그림 5>는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Net-Drone의 토폴로지

를 구성하는 예시를 나타낸다. 우선, 각 드론으로부터 검출된 

사용자의 위치를 각 클러스터로 분할한다. 이후, 각 클러스터

를 구성하는 사용자들을 꼭짓점(Vertex) 로 하는 최소신장트리

(Minimun Spanning Tree (MST))를 생성한다. 이들 MST 내

에서의 모든 꼭짓점들을 드론의 서비스 제공 범위를 고려한 가

상의 꼭짓점으로 변환하고, 이를 통해 얻은 꼭짓점에 드론들을 

배치한다. 마지막으로, 이들 배치된 드론 간의 애드 혹 네트워

크 연결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필요한 드론을 추가 배치하여 사용

자들이 네트워크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V. 구현 및 성능 분석

Net-Drone 기반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실제적인 구현은 

[11]및 [12]의 동영상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드론 토폴로지 구성 방법

그림 8. Net-Drone 실험 환경.

그림 6. Net-Drone의 프로토타입.

그림 9. 사용자 단말에서의 Net-Drone AP발견.

그림 7. GCS의 프로토타입.

그림 10. 사용자가 Net-Drone 네트워크 인프라에 접속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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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 실험에서는 비행 컨트롤러로 Pixhawk autopilot  [13]

을 사용하였고, 드론 제어 모듈을 Hard-Kernel사의 Odroid 

U3에 구현하였다. Pixhawk와 Odroid U3는 UART 모듈을 통

해 USB로 연결되었고, 이들 사이의 통신 메시지 프로토콜인 

MAVLink를 지원하는 MAVROS를 드론 제어 모듈에 내장시켰

다. 그리고 Odroid U3에는 두 개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장

착하여 각각 애드 혹 네트워크와 액세스 네트워크를 담당한다. 

GCS는 C# 언어로 코딩되었고, 2.5GHz Intel Core i7 프로세서

가 장착된 Samsung Series 8 Laptop에서 구동하였다. GCS 또

한 드론과의 통신을 위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추가로 장착하

였다. Net-Drone과 GCS의 프로토타입은 <그림 6>과 <그림 7>

에 있다. 

[11]의 동영상은 <그림 8>와 같이 실험 환경을 구성하였다. 폭 

약 110미터의 하천을 사이에 두고 3대의 드론 편대를 통해 네트

워크 인프라를 구축하여 하천 건너편의 사용자가 인터넷 서비

스를 제공받는 시나리오이다. 라우팅 Net-Drone의 사용자 네

트워크 인터페이스를 Wi-Fi로 설정해두었기 때문에, <그림 9>

과 같이 사용자 단말에서 근처의 Wi-Fi 신호를 감지할 때 위와 

같이 Net-Drone의 AP들의 신호를 검색하게 된다. 기타 다른 

AP의 신호보다 Net-Drone의 신호가 강하게 수신되므로, 단말

은 Net-Drone의 무선 네트워크망에 우선적으로 접속을 시도

하게 된다. <그림 10>은 사용자가 Net-drone시스템을 거쳐 동

영상 재생 서비스를 제공받는 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이 실험에

서 측정한 데이터 Throughput의 평균값은 2.58 Mbits/s, 최

대값은 9.05 Mbits/s 였다. 하지만 무선 네트워크의 특성상, 

Throughput 수치의 변화가 시간별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두번째 실험 [12]은 라우팅 프로토콜을 검증하기 위해 진행되

었으며, 이륙, 서비스 제공, 그리고 착륙 과정이 <그림 11>-<그

림 13>에 있다. 각종 웹 사이트 방문과 이미지 및 동영상 스트

리밍이 성공적으로 작동함을 보여주고 있다.

VI. Net-Drone의 활용 분야
  

Net-Drone을 통해 구축한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음의 항목에서 위의 시스템이 활용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해당 응용 분야 (Application)를 

구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연구 및 구현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논한다.

1. 드론 감시 시스템

본고에서 제시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성함으로써,  기존에 

제시된 드론을 통한 감시 시스템의 편의성 및 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 특히, 사용자 단말과의 네트워크가 동시에 지원되므

로 기존의 중앙화된 1인 관리 감시 체계에서 다수의 분산된 관

리자가 Net-Drone의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해당 지역

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Net-Drone 기반 네트워크의 이미지 스트리밍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영상 전송 프로토콜 확립 및 통신 성능의 증진이 필요

하고, 드론의 이미지 처리를 통해 이상 상태를 감지하고 이를 

관리자 및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어

야 한다.

그림 11. Net-Drone의 이륙 및 전개 과정

그림 12. Net-Drone 기반 네트워크의 인터넷 서비스 과정

그림 13. Net-Drone의 복귀 및 착륙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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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험준 지형 재난 구조 시스템

기존의 유선 및 3G 네트워크망이 구현되지 않은 험준한 산악 

지형 및 멀리 떨어진 바다나 무인도에서는 네트워크가 연결되

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재난 상황 발생 시, 위의 드론 편대

를 파견하여 해당 구역에서 발생하는 구조 메시지 및 구조 요청

자의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고 구조 임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단, 경우에 따라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으므로, 6.1과 흡사한 드론의 영상 처리 기법

을 활용한 구조자 인식 기술이 필요할수 있고, 재난 상황에 따

라 임무 범위가 크게 넓어질 수 있으므로 드론 편대 규모의 유

연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재난 상황에 구

조 신호를 요청할 수 있는 기기의 개발이 필요하다.

3.  지상의 자동화 기기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대규모 

무인 공장 원격 관리 시스템

공중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임의의 지상 단말과도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점을 활용하여, 기존의 자동화 기기를 관리하는 인

력을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Net-Drone은 공중 이동이 

가능하고, 보다 다양한 시야각에서 지상의 기기들을 관리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기 및 관리자의 단말을 손쉽게 네트워크에 추

가할 수 있다. 추가로 비상 상황에 대한 감지 및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더하면, 관리자는 굳이 드

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백본 네트워크에 접속

할 수 있는 어느 위치에서던 간에 완전히 자동화된 무인 공장을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드론이 공장

의 이상 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 및 이미지 처리 기법과, 기

존의 관리자 인력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공장 관리 능력, 그

리고 각종 자동화 기기와의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 등이 개발되

어야 한다.

VII. 결 론

본고에서는 무인기의 통신 분야에 활용하는 방안으로써, 

Net-Drone을 통해 공중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성하는 구체적

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중 네트워크 인프라를 위해서는, 기본

적으로 라우터 즉 드론 간의 무선 통신이 이루어져야 하고, 네

트워크 인프라로써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자와의 무선 

통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 통신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 위의 두 통신을 각각 두 개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구현하였다. 또한 드론의 높은 기동성으로 인한 라우팅 경로 설

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GCS에서 모든 드론의 비행 정보 

및 링크 상태에 대한 정보를 받아 라우팅 테이블의 상태를 지속

적으로 최적화시킨다. 또한, 드론의 비상 착륙 프로토콜과 핸드

오버 및 네트워크 토폴로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을 통해, 

Net-Drone이 다양한 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을 보

였다. 마지막에 실제 Net-Drone을 통한 네트워크 인프라의 구

현 사례를 예시로 들어 실제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

고, Net-Drone 기반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해 재난 상황의 구

조 임무와 감시, 정보 수집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높은 활용

도와 시스템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무인기를 

통한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실제로 구현 가능

하며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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