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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항공기 부문

화력  임무수행을 한 고도 비행 

무인공격기의 경로계획

Path Planning of the Low Altitude Flight Unmanned Aerial Vehicle for 

the Neutralization of the Enemy Fire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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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path planning algorithm of the unmanned aerial vehicle for the neutralization of the enemy 
firepower. The long range firepower of the ememy is usually located at the rear side of the mountain which is 
difficult to bomb. The path planner not only consider the differential constraints of the Unmanned Aerial Vehicle 
(UAV) but also consider the final approaching angle constraint. This problem is easily solved by incorporating the 
analytical upper bounded continuous curvature path smoothing algorithm into the Rapidely Exloring Random Tree 
(RRT) planner. The proposed algorithm can build a feasible path satisfying the kinematic constraints of the UAV 
on the fly. In addition, the curvatures of the path are continuous over the whole path.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algorithm can generate a feasible path of the UAV for the bombing mission regardless of the posture 
of the tunnel.

Keywords : Path Planning(경로계획), Unmanned Aerial Vehicle(무인항공기), Nonholonomic Constraints(비 홀로노믹 제

한조건), Rapidely Exloring Random Tree( 속확산 랜덤트리)

1. 서 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규모 포병 력은 북한군의 

쟁수행에 있어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장사정포는 우리나라의 략  심인 수도권 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2012년 4월 6일 수～2012년 7월 13일 게재승인

* 공군사 학교(Korea Air Force Academy)
책임 자 : 양 진(ykj4957@gmail.com)

장사정포의 을 조기에 제압하지 못하면 아군의 

투력 발휘를 크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행

정기능 마비  공황발생, 방에 한 증원방해 등으

로 아군의 쟁수행 능력이 히 하되게 된다[1]. 
이러한 북한의 포병 력에 응하기 한 화력  

수단으로 재 우리 군은 공군 항공자산, 육군항공 그

리고 포병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공군 항공자산은 지

상폭격이 가능한 투기로서 재 공군의 보유하고 

있는 공군자산 부분이 해당된다. 육군항공은 AH-1
계열의 코 라와 AH-64계열의 아 치 공격헬기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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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해당하며, 포병자산은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다련장 로켓과 곡사포, 구경 다련장(MLRS : Multi 
Launch Rocket System), 육군 술유도탄체계(ATACMS 
: Army Tactical Missle System), 무 등이 있다[1].
  그러나 재의 력으로 북한의 장사정포 에 

효과 으로 응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공군 항공

자산은 스텔스 기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 우세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력투사 시 많

은 피해가 수반된다. 육군항공자산의 경우 의 지상 

공화기에 취약하고, 반응시간이 다른 수단에 비해 

늦기 때문에  종심지역에서 수행되는 화력  투

입에는 제한된다. 육군포병의 경우 표 탐지체계가 무

력화 되었을 때 화력  수행이 불가능한 한계가 존

재한다. 우리나라에 가장 이 되는 장사정포는 종

심지원 능력을 구비하고 있으며 량집  사격이 가

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장사정포가 더욱 

인 이유는 부분의 력이 견고하게 갱도진지화 

되어 있어 그 생존성이 일반 야포에 비해 매우 높다

는 것이다. 이러한 갱도 진지화된 력  고지 후사

면에 구축한 갱도포병은 육군포병자산으로는 타격이 

어렵다. 항공자산은 3차원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지형

의 문제를 극복하고 원하는 목표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후사면에 치한 장사정포 에 응하기 

한 한 타격수단이다[1].

Fig. 1. Neutralization of the enemy firepower locating 

rear side of the mountain

  Fig. 1은 고지 후사면에 치한 장사정포 타격개념

도이다. 후사면에 치한 장사정포를 효과 으로 타격

하기 해서는 포가 치한 지 의 경사각과 정면으

로 비행하며 폭탄을 투하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군 

투기나 육군 공격헬기는 기수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하게 비행하며 폭탄을 투하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

를 해서는 항공자산이 북한 종심 깊숙이 침투해야 

하기 때문에 스텔스 기능이 없는 공군 투기와 이동

속도가 느린 육군항공 공격헬기는  공망과 지상

무기체계에 의해 큰 피해를 수반하게 된다.
  본 논문은  종심의 산등성이나 계곡 는 고지 

후사면 등 지형에 의해 숨겨진 북한 장사정포를 효과

으로 타격하기 한 무인공격기의 경로계획에 한 

연구이다. 공군이 보유 인 유인 투기를 이용하여  

장사정포를 공격하는 것은 무기체계의 가치나 효율성

을 고려할 때 비효율 인 선택이다. 그러나 무인공격

기는 비용으로 인명 손실없이 효과 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은닉한  장사정포를 무력화

시키는 화력  임무에 최 의 안이다. 무인항공기

의 장 은 의 이더망을 회피하기 한 고도 침

투비행이 가능하고 이는 공 우세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무수행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한 무인

항공기는 정찰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탐지와 타격을 동시에 실시간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고도로 침투하여 의 이더망을 회피하고 후사

면에 은닉한 장사정포를 정확히 타격하기 해서 무

인공격기의 경로계획은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고도로 의 이더망을 피해 목표지

에 도달하기 해서는 산과 같은 지형지물과 장애물

을 회피하는 경로를 설계해야 한다. 둘째, 무인항공기

는 최소선회반경의 운동학  제한조건을 가지기 때문

에 설계된 경로는 이러한 미분학  제한조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셋째, 은닉한 장사정포의 갱도를 정확히 

타격하기 해서는 폭탄투하시의 진입각이 갱도입구

를 향해야 한다. 이러한 제한조건을 만족시키는 경로

를 계획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경로계획 문

제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속 확산 랜덤 트리(RRT 
: Rapidely-exloring Random Tree) 기법을 사용하 다.

2. 미분학  제한조건을 가지는 시스템에 한 경

로계획 선행연구

  미분학  제한조건을 고려한 경로계획 문제는 미분

학 인 제한조건을 만족시키면서 기의 상태정보와 

목표 의 상태정보를 연결하는 경로를 생성하는 문제

로 표 인 두 지  경계값 문제(Two Point Bou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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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Problem)이다. 이 문제는 외부환경 제한조건인 

장애물 회피와 내부 제한조건인 상태정보 제한을 동시

에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이다. 이와 련

된 연구는 크게 계층  경로설계(Hierarchical Planning)
와 역  경로설계(Global Planning)로 분류된다. 한, 

역 경로설계는 결정론  탐색법(Deterministic Search)
과 확률론  탐색법(Probabilistic Search)으로 나뉘어 

진다.

가. 계층  경로계획

  계층  방법은 외부환경 제한조건과 내부 제한조건

을 2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경로를 생성한다. 첫 번째 

단계는 미분학  제한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시작

과 목표 을 연결하는 안 한 경로를 생성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미분학  제한조건을 고려하여 국부

으로 경로를 개선하는 방법이다. 계층  방법은 미분

학  제한조건을 해결하는 방법에 따라 경로 유연화

(Path Smoothing), 국부  조종(Local Steering), 국부  

설계(Local Planning), 경로 형상변형(Path Deformation)
의 4가지 방법으로 분류된다.
  경로유연화 방법은 선형경로의 뽀쪽한 끝을 부드럽

게 만드는 방법이다. 경로유연화의 표 인 방법은 

Dubins 커 이다. 이 방법은 두 지 을 원과 직선으로 

연결하는 최단경로를 생성해 다. 그러나 이 방법은 

원과 직선의 합 에서 곡률이 일치하지 않는 단

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Clothoid와 스 라

인 곡선을 이용하여 치와 방향 뿐만 아니라 곡률까

지 일치시켜주는 경로유연화 기법들이 연구되었다. 그

러나 이 방법은 미분학 인 제한조건이 일차 경로생

성 단계에서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로 유연화 단

계에서 해를 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단 을 

가진다.
  국부  조종은 상태정보의 기하학  제한조건을 고

려하지 않고 경로설계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이다. 
이 방법은 미분학  제한조건을 만족시키기 해서 제

어이론을 이용하 다. 이 알고리즘은 선형경로가 미분

학 인 제한조건과 충돌회피 조건을 만족시킬 때까지 

경로를 분할한다. 따라서 steering 방법은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연속 인 기본 경로를 생성한다. 그러나 

국부  조종방법의 수렴성은 steering이 상조건을 만

족해야 보장이 되고 한 경로의 완결성(Completeness)
은 일차로 생성된 경로에 의존하기 때문에 경로유연

화 방법과 마찬가지로 해를 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

재한다.
  이 의 두가지 방법은 경로개선 알고리즘을 일차로 

구한 경로 체에 용하 지만 환경의 변화가 심한 

경우에는 치 않다. 국부  설계방법은 기의 

역  경로상에 존재하는 국부  목표 에 도달하게 

하는 유연한 경로를 생성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미 

국방성에 주최한 Grand Challenge 뿐만 아니라 Urban 
Challenge에도 용되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국부  

목표 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국부  유연한 

경로와 역  경로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이 있다.
  역  경로와 국부  경로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해 경로 형상변경 방법이 연구되었다. 이 방법은 

기의 역  해를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연속 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경로 형상변경의 표 인 로

는 elastic band와 elastic strips 기법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의 가장 큰 문제는 기 경로에 집착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동하는 장애물의 움직이는 방향이 알

려져 있다면 장애물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경로를 개

선하기보다는 장애물이 이동하는 방향을 피해 새로운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설계하는 것이 더욱 효과

이다.

나. 결정론  탐색

  경로생성 단계에서 미분학 인 제한조건을 고려하

는 것이 바람직한 략이지만 이것을 고려하는 것은 

경로생성의 복잡성을 증가시킨다. 환경이산화와 미분

학  제한조건을 고려한 결정론 인 탐색은 실행가능

한 경로를 생성하는 효과 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결정론  탐색방법은 제어입력 추출법과 상태정보 

추출법으로 분류된다.

1) 제어입력 추출(Control Space Sampling)

  제어입력 추출법은 제어입력 공간을 유한한 개수로 

이산화하고 제어입력을 고정된 시간동안 용하는 방

법이다. 따라서 제어입력 추출법은 모든 제어입력이 

실행 가능한 값들이기 때문에 본질 으로 미분학 인 

제한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러나 도달 그래

(Reachability Graph)가 일부 공간에서는 집되고 일부 

공간에서는 부족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 계

산시간도 생효과(Branch Factor)에 의해 기하 수

으로 증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성능을 결정짓는 

요한 요소인 제어입력 이산화 개수와 고정된 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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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를 효과 으로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단 이 

있다.

2) 상태정보 추출(State Space Sampling)

  상태입력 추출법은 configuration 공간을 유한한 개

수의 상태정보로 이산화하고 이 이산화 된 상태정보 

들을 미분학  제한조건을 만족시키게 서로 연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계산시간을 이기 해 실시간

이 아닌 임무 수행 에 이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 방법의 단 은 오직 선택된 상태들만 도달

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해도가 떨어지고 최 성과 완결

성을 희생하게 된다. 한 거리가 증가하면 계산시간

이 지수 으로 증가하는 단 이 있다.

다. 확률론  탐색

  결정론  탐색법의 가장 큰 문제는 상태정보와 제어

입력의 증가에 따른 계산비용과 메모리 량이 지수

으로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것이다. 확률론  탐색법은 

고정된 격자 구조를 유지하는 신에 용 가능한 경

로를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방법이다. PRM(Probabilistic 
Roadmap)과 RRT는 확률론  탐색의 표 인 2가지 

방법이다. PRM은 오 라인으로 로드맵을 구성하고 

경로는 이 로드맵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PRM은 변화가 심한 상황에서는 미

리 로드맵을 작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 하다. 
RRT는 시작 과 도착 을 연결하는 경로를 무작 로 

추출한 상태들을 진 으로 연결함으로써 경로를 생

성하는 방법이다. RRT가 가지는 큰 장 은 새로운 트

리를 이 에 방문하지 않는 곳으로 편향되게 성장시

킴으로써 작업공간 내의 모든 곳으로 빠르게 트리를 

성장시킨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특성은 복잡한 환경

과 자유도가 높은 조건에서도 경로를 매우 빠르게 생

성시켜 다.
  확률론 인 방법은 고정된 격자구조를 유지할 필요 

없이 미분학  제한조건을 즉석에서 만족시키는 장

이 있지만 이 방법 한 제어입력의 이산화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제어입력의 수가 으면 생성된 경로의 

성능이 떨어지게 되고 반 로 제어입력의 수가 무 

많게 되면 계산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확률론

인 방법은 존하는 경로생성 기법 에서 복잡한 

환경과 고자유도의 제한조건 하에서 가장 빨리 경로

를 생성시키는 방법이다.

3. 속 확산 랜덤 트리(RRT) 경로계획

  이동로 에 한 경로생성 문제는 최근에 여러 많은 

연구 결과들로 인해 성숙한 단계에 어들었다[2]. 그

러나 복잡한 환경에서 자율 인 임무수행을 한 실

시간 무인항공기 경로생성 문제는 여 히 활발히 연

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무인항공기의 경로생성 문제는 

무인항공기의 복잡한 동역학 인 특성과, 평면이 아닌 

3차원 공간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이동로 의 경로생성 문제에 비해 훨씬 어렵다. 빠른 

동역학  특성을 가진 무인항공기는 주변환경의 변화

에 신속하게 경로를 재생성해야 하기 때문에 무인항공

기의 경로생성에 있어서 계산의 복잡성(Computational 
Complexity)은 가장 요한 요소이다. 통상 으로 사용

되는 결정론  알고리즘(Deterministic algorithm)은 차

원의 증가에 따라 계산량이 기하 수 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실시간 무인항공기 경로생성에는 부 하다. 
최근에 확률론 인 경로생성 방법인 RRT가 무인항공

기의 경로생성 문제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3～8].
  RRT는 무작 로 추출한 샘 을 새로운 노드(Node)
로 추가함으로써 시작 에서 목표 까지 단계 으로 

경로를 생성하는 기법이다. RRT가 가지는 유익한 특

징은 새로운 노드가 이미 확장한 지역으로 다시 회귀

하지 않고 아직까지 확장하지 않은 새로운 지역으로 

성장함으로써 체 작업공간을 빠르게 탐색하는 것이

다. 이러한 특성은 RRT 노드가 가지는 보로노이

(Voronoi) 역에 기인한다. 보다 큰 보로노이 역은 

RRT 트리의 경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추출한 샘 로 

부터 최단거리에 존재하는 노드를 선택하면 넓은 보

로노이 역으로 노드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이다.
  계산시간의 신속함과 더불어 무인항공기 경로계획

에 있어 요한 다른 고려사항은 무인항공기의 동역

학  특성에서 기인하는 미분학  제한조건이다. 특히 

장애물이 산재한 공간에서의 경로계획은 그 어려움이 

배가된다. 왜냐하면 경로생성의 문제에 있어 외부환경

에 의해 기인하는 충돌회피와 내부 시스템의 특성에 

기인한 미분학 인 제한조건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

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미분학  제한조건과 

충돌회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해 일반 으로 2
단계 근법이 사용된다. 이 방법은 우선 충돌이 없는 

직선경로를 생성한 후에 이 선형경로에 이동로 의 

운동학  제한조건을 만족시키는 경로평활화 알고리

즘을 용한다[9～11]. 이러한 계층  방법은 성공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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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시스템에 용되어 왔지만 경로평활화 단계에서 

원래의 경로가 가지는 최 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비효율 이다. 한, 첫 번째 단계에서 직선 경로가 

미분학  제한조건을 심하게 배한다면 이 제한조건

을 만족하는 부드러운 곡선을 구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RRT 경로생성과 베지어 곡선(Bézier 
Curve)을 이용한 경로평활화 알고리듬을 결합한 스

라인 기반 RRT 경로생성 기법을 무인항공기 경로계

획에 용하 다. 이 방법은 RRT 경로생성 시에 노드

를 트리에 포함시킬 때 경로평활화 알고리듬을 이용

하여 미분학  제한조건의 배여부를 사 에 검하

고 이 과정을 통과한 노드만을 트리에 포함시킨다. 따

라서 이 방법은 경로유연화 알고리듬을 통해 최 곡

률의 제한조건을 사 에 검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미분학  제한조건을 만족시키게 된다.

Fig. 2. Path planning considering differential constraints

  Fig. 2는 미분학  제한조건을 고려한 RRT 경로계

획 방법의 개념도이다. 선형경로 기반 RRT의 경우 P0

에서 어떤 이든지 트리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

나 최소선회반경을 가지는 무인항공기는 이 제한조건

을 배하는 선회비행은 할 수 없다. 따라서 RRT 경

로계획은 이 제한조건을 만족시키는 노드만을 트리에 

포함시켜야 한다. Fig. 2에서 P1～P3은 이 조건을 만족

시키기 때문에 RRT 트리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P4～

P6는 이 조건을 배하기 때문에 RRT 트리에 포함시

킬 수 없다. 마찬가지로 P3 에서는 P0 에서와 마찬

가지로 부채꼴 모양의 역 안에 존재하는 노드만을 

트리에 포함시킬 수 있다. 여기에서 제한조건의 범

를 결정하는 amin과 amax는 참고문헌 [12]에서 제시된 

경로 평활화(Path Smoothing) 결과를 이용하 다. 다음 

장에서는 베지어 커 에 해 간략히 살펴보고, 최

곡률 제한조건을 만족시키는 조건을 유도하고자 한다.

4. 최 곡률 제한조건을 만족하는 RRT 경로계획

가. 베지어 곡선(Bézier Curve)

  베지어 곡선은 랑스의 자동차 기술자인 피에르 베

지에가 자동차 디자인에 사용하면서부터 리 알려졌

으며 재는 Adobe Postscript, 폰트 제품 등 식자 산

업(Typesetting Industry)에서 리 사용되는 곡선이다. 
n차의 베지어 곡선은 n+1개의 조 (Control Point)에 

의해 생성된다. 식 (1)은 n차의 베지어 곡선을 구 하

는 식이다[13].

 




   (1)

  여기서 는 조 이고, 는 0≤≤1의 구간에서 

정의되며,  는 Berstein 계수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

  베지어 곡선은 차수가 증가할수록 더 부드러운 곡

선을 만들 수 있으나 계산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낮

은 차수의 곡선을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경로

계획에서 요한 것은 생성된 경로가  구간에 걸쳐

서 곡률의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안정된 비행이 가능

하게 된다. 베지어 곡선 에서 곡률의 연속성을 보장

하는 최 의 차수는 3차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3
차의 베지어 곡선을 사용하 다. 3차 베지어 곡선은 

식 (1)과 (2)를 통해 다음과 같이 표 된다.

   
 

 


(3)

  식 (3)을 통해 베지어 곡선은 첫번째 조  (  

= 0일 때)과 마지막 조  (  = 1일 때)은 통과하

고 간의 과 는 근사화 시킴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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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3. Path smoothing using cubic bezier curve

  Fig. 3(a)는 식 (3)을 이용하여 구 한 3차의 베지어 

곡선이다. Fig. 3(b)는 Fig. 3(a)에서와 마찬가지로 3차

의 베지어 곡선을 이용하여 3개의 경로 (, , 

)으로 구성된 경로의 모서리 부분을 평활화 한 결

과를 보여 다.

나. 최 곡률 제한조건만족을 한 조건

  참고문헌 [12]에는 3차의 베지어 곡선을 이용하여 

최 곡률 제한조건과 곡률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경로

평활화 알고리듬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경

로평활화 결과를 경로설계 과정에 이용하여 경로계획 

단계에서 최 곡률제한조건을 만족하는 경로를 생성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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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ath smoothing satisfying maximum curvature 

constraint and continuity of curvature

  Fig. 4는 [12]에서 제시된 경로평활화 알고리듬을 보

여 다. 그림에서 최 곡률 제한조건과 곡률의 연속성

을 보장하는 곡선을 생성하는 8개의 조 들은 다음

과 같이 결정된다.

⋅   ⋅
  ⋅   ⋅
 ⋅   ⋅
  ⋅   ⋅

 (4)

  여기서 는 직선의 거리이고, 는   직

선을 따라 존재하는 단  벡터이고, 는   직

선을 따라 존재하는 단  벡터이며, 는   직선

을 따라 존재하는 단  벡터이다.

    ⋅

    ⋅

    

cos
⋅

 (5)

  한 두 개의 변수인 와 는 다음과 같이 결정

된다.

    (6)


maxcos
sin  (7)

  여기서 max는 최 곡률을 나타내고, 식 (5)와 (7)에 

있는 계수들은 다음과 같다.

  


 ,   

  ,    

 


  경로평활화에 사용되는 식 (4)～(7)에서 max은 무

인항공기의 운동학  특성에 의해 고유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Fig. 4에서 와 의 사잇각인 만 

결정하면 는 식 (6)과 (7)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된다. 
이 값을 이용하여 Fig. 2에서처럼 노드간의 사잇각

(amax)이 설정한 보다 작을 경우 이 노드를 RRT 트

리에 포함시키게 되고, 만약 노드간의 사잇각이 보

다 클 경우 이 노드는 채택하지 않는다. 이 간단한 

검 차를 통해 최 곡률 제한조건을 만족시키는 RRT 
경로생성이 가능하다.

다. 트리확장 길이결정

  RRT에서 트리를 성장시키기 해서는 노드를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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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길이만큼 확장시킨다. 이 노드의 길이()는 식 (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곡률(max)과 노드 간의 사잇각

()에 의해서 결정된다. 를 들어 무인항공기의 최

곡률 제한조건이 max  = 0.1이고, 노드 간의 사잇각()

을 0.4로 선택하면 노드의 길이 는 다음과 같이 결

정된다.

 
maxcos
sin

cos
sin

  (8)

  만약 최 곡률은 max  = 0.1로 같고 노드 간의 사잇

각()이 0.25이면 노드의 길이 는 다음과 같다.

 
maxcos
sin

cos
sin

  (9)

  식 (7)과 (8)에서 살펴보면 가 커질수록 RRT 트리

의 길이가 커지게 되고 가 작아질수록 RRT 트리의 

길이가 작아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 크면 더 빠

른 속도의 트리 확장이 일어나는 특성을 가지게 되고 

가 작아지면 보다 정 한 경로의 제어가 가능한 특

징을 가진다. 노드의 길이 결정하는데 있어 유의해야 

하는 사항은 RRT 트리의 처음과 마지막 노드는 경로

평활화에 한번만 사용되지만 나머지 노드들은 2번씩 

사용되기 때문에 처음과 마지막 노드를 제외한 나머지 

노드의 길이는 식 (7)에서 결정한 길이의 두배인 2
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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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5. Piecewise linear RRT path and smooth path

  Fig. 5는 식 (8)과 (9)에 의해 결정된 노드의 길이()
에 따른 RRT의 트리를 보여 다. Fig. 5(a)에서 란

색의 실선은 사잇각()가 0.4인 경우로써 노드길이

는 약 10m이고, 빨간색의 선은 사잇각()가 0.25
인 경우로 노드길이는 약 5m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간노드의 길이는 식 (7)에서 결정한 길이의 두배

인 약 10m임을 알 수 있다. Fig. 5(b)는 식 (4)를 이용

하여 조 을 결정하고, 식 (1)과 (2)의 베지어 곡선

식을 통해 생성한 최종 경로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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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urvatures of two RRT paths

  Fig. 6은 Fig. 5의 두 경로에 한 곡률을 보여 다. 
두 경로 모두 사 에 결정된 최 곡률 max  = 0.1 보

다 작은 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 한 식 (4)를 이용

하여 조 을 결정하면 경로의  구간에서 곡률의 

연속성이 만족됨을 알 수 있다.

라. 시작 과 목표 의 치  방향 제한조건을 만

족하는 경로생성

  일반 인 경로계획은 시작 에서 목표 까지 이동

하는 경로를 생성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갱도입구에 

정확히 폭탄을 투하하기 해서 목표지 의 치뿐만 

아니라 목표지 으로의 진입방향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를 들어 (50,100) 지 에 치하고 -0.5인 방

향으로 비행 인 무인항공기에, (200,200)인 지 에 입

구의 방향이 0.1으로 향하고 있는 갱도를 타격하라

는 임무가 부여되었다고 가정하자. 통상의 경로계획은 

재 치인 (50,100)과 갱도의 치인 (200,200)을 연

결하는 경로를 생성하는 것이지만 무인폭격기의 경우 

폭격할 지 으로의 진입방향이 효과 인 폭탄투하를 

해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 치와 방향 제

한조건을 충족하는 경로를 설계하기 해 식 (10)과 

같이 시작 과 목표 에 방향제한조건을 충족하기 

해 두 지 (, )을 설정하 다.

   ×


cossin




 (10)

  ×


cos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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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는 재 무인항공기의 치이고 는 

재 무인항공기의 비행방향을 나타내고, 는 갱도의 

치이며 는 갱도 진입방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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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 Heading constraints of the starting and target 

points

  Fig. 7은 시작 ()과 목표 (), 그리고 식 (10)을 

이용하여 시작 과 목표 의 방향 제한조건을 충족하

기 해 설정한 과 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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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ath planning under heading constraints of the 

starting and target points

  Fig. 8은 Fig. 7의 시작 과 목표 의 치  방향

이 주어졌을 때 이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경로를 생성

한 결과를 보여 다. 여기에서 최 곡률은 max  = 

0.03으로 설정하 고 노드간의 사잇각은  = 0.25으
로 설정하 다. 왼쪽의 Fig.에서 록색 노드들은 RRT
에 의해 생성된 모든 노드들을 나타내고, 란색 노드

들은 최종 경로로 선택된 노드들을 나타낸다. Fig. 
8(b)는 베지어 곡선을 이용하여 Fig. 8(a)의 직선 경로

를 평활화한 결과를 보여 다. Fig. 8(c)는 곡선경로의 

곡률을 보여 다. 경로의  구간에서 최 곡률로 선

정한 0.03보다 작고  곡률의 연속성도 보장됨을 알 

수 있다.

5. 모의실험

  모의실험은 장애물이 산재한 공간에서 임의의 치

와 방향에서 비행 인 무인공격기가 임의의 치와 

방향을 가지는 갱도를 공격하기 한 경로를 계획하

는 실험을 실시하 다. 모든 모의실험에서 최 곡률은 

max  = 0.05으로, 노드간의 사잇각은  = 0.24으로 

설정하 다. 따라서 모의실험에 용되는 RRT 노드의 

길이는  = 9.56이다.

Fig. 9. Heading constraints of the starting and target 

points in cluttered environment

  첫 번째 모의실험은 시작 의 치가 (0,0,5)이고 방

향은 0이고, 갱도의 치는 (175,185,8)이고 갱도 입구

의 방향은 0.15인 경우이다. 작 환경은 300m×300m
인 공간에 크기가 다른 15개의 장애물이 분포되어 있

다. Fig. 9는 장애물이 산재한 공간에서 시작 과 목

표 의 치와 방향 제한조건을 보여주고 있다. Fig. 9
에서 검은색 원으로 표시된 두 노드는 식 (10)을 이용

하여 시작 과 목표 의 방향제한조건을 충족하기 

해 설정한 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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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Path planning of the UAV using RRT Ⅰ

  Fig. 10은 RRT를 이용하여 장애물이 산재한 공간에

서 시작 과 목표 의 치와 방향 제한조건 만족하

는 경로계획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노란색

의 작은 원은 장애물을 나타내고 군청색의 큰 원은 

충돌을 방지하기 한 안 공간으로 설정된 역이며, 
록색의 실선들은 RRT에 의해 확장된 트리들을 나

타낸다. 그림에서 보면 A 에서 분홍색의 실선으로 

된 노드들이 목표 (다이아몬드)가까이에 도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은 방향제한조건을 만족하지 못

하기 때문에 목표 과 연결되지 않았다. B 은 원으

로 된  가까이에 치하지만 사잇각( = 0.24) 조

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원으로 된 과 

연결되지 않았다. 빨간색의 선은 장애물과의 충돌을 

회피하고 최 곡률제한조건과 목표 에서의 방향 제

한조건을 만족하는 최종 노드들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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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Path smoothing using bezier curve

  Fig. 11은 Fig. 10의 직선경로를 베지어 곡선을 이용

하여 경로평활화한 결과를 보여 다. Fig. 11(a)는 최종 

곡선경로를 2차원공간에서 보여주고 있고 Fig. 11(b)는 

3차원 공간에서 최종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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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urvature of the path

  Fig. 12는 최종 베지어 곡선의 곡률을 보여 다. 그

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종 경로는  구간에서 최

곡률제한조건(max  = 0.05)과 곡률의 연속성을 충족

함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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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Path planning of the UAV using RRT Ⅱ

  두 번째 모의실험은 첫 번째 모의실험과 다른 치

와 방향의 목표 에 해 경로를 계획하는 실험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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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 다. 시작 의 치와 방향은 첫 번째 모의실험

과 동일하지만 목표 갱도의 치와 방향은 (175,185,8)
과 0.72이다. Fig. 13은 두 번째 모의실험의 결과로

서 RRT 경로(1열1오)와 2차원 평면에서의 최종 경로

(Fig. 13(b))와 3차원 공간에서 바라본 최종경로(Fig. 
13(c)), 그리고 경로의 곡률(Fig. 13(d))를 보여 다. 2차
원 평면의 최종 경로(Fig. 13(b))를 보면 갱도가 좁은 

공간에 은닉되어 있지만 RRT가 성공 으로 경로를 생

성함을 알 수 있다. 경로의 곡률(Fig. 13(d)) 한  

구간에서 최 곡률제한조건(max  = 0.05)과 곡률의 연

속성을 유지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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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Path planning of the UAV using RRT Ⅲ

  세 번째 모의실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모의실험과 

다른 치와 방향의 시작 에서 다른 치와 방향을 

가지는 목표 까지의 경로를 계획하는 실험을 실시하

다. 시작 의 치는 (160,80,5)이고 방향은 -0.5이
며, 목표 의 치는 (160,115,8)이고, 갱도 입구의 방

향은 0.5이다. 세 번째 모의실험은 시작 의 방향과 

목표 의 방향이 정반 로 치해 있는 경우로, 무인

공격기가 남측방향으로 비행 에 입구가 북쪽을 향

하고 있는 고사면의 갱도를 폭격하는 임무를 설정하

다. Fig. 14는 세 번째 모의실험의 결과로서 Fig. 
14(a)의 그림에는 RRT에 의해 생성된 모든 노드들(

록색)과 최종 경로로 선택된 노드들( 색)이 나타나있

다. 한 2개의 검은색의 노드들은 시작 과 목표 의 

방향조건을 만족시키기 해 확장한 두 개의 노드들

을 나타낸다. Fig. 14(b)의 그림은 경로평활화를 용

한 후의 2차원 평면에서의 최종경로를 나타내며 Fig. 
14(c)에 있는 그림은 경로평활화를 용한 후의 3차원 

평면에서의 최종경로를 나타낸다. 그리고 Fig. 14(d)에 

있는 그림은 최종경로의 곡률을 나타낸다. 세 번째 모

의실험에서도 RRT는 시작 과 목표 에서의 방향조

건과 최 곡률제한조건, 그리고 곡률의 연속성을 만족

함을 알 수 있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RRT 경로계획과 베지어 스 라인 

커 를 이용한 경로평활화 알고리즘을 결합한 새로운 

RRT 경로계획 기법을 제안하 다. 제안된 경로계획 

방법은 RRT 경로생성 시에 무작 로 선택된 노드를 

트리에 포함시킬 때 경로평활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최 곡률 제한조건의 배여부를 사 에 검하고, 
이 조건을 충족한 노드만을 트리에 포함시킨다. 따라

서 이 방법은 최 곡률의 제한조건을 사 에 검하

기 때문에 무인항공기의 미분학  제한조건을 만족시

키게 된다. 이 알고리듬은 목표지 의 치와 방향제

한조건을 고려하여 고사면 후면에 치한 장사정포 

을 제거하기 한 무인공격기의 경로계획에 용

되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제어입력 공간에

서 경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작업공간에서 경로계

획이 수행되기 때문에 동역학  모델을 이용한 방 

시뮬 이션(Forward Simulation)이 불필요하고, 제어입

력의 이산화에 따른 성능 하를 발생하지 않는 장

이 있으며, 목표 의 치와 방향조건을 정확히 일치

시킬 수 있다는 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이 존재

한다.
  그러나 본 논문은 고도변화가 심하지 않은 고도 

비행조건을 설정하 기 때문에 상승률과 하강률과 같

은 제한조건들이 요하게 고려되는 3차원 경로계획

의 완 한 용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스 라인 기반 RRT
를 3차원 공간에서 동역학  제한조건을 충족하는 경

로계획 연구로 확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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