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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Gazebo 시뮬레이터 기반 UAV 군집 시뮬레이션 구현 및 비행 고도 계층화를 구현한 결과를 

보인다. Gazebo 시뮬레이션과 Autopilot Program인 Pixhawk4 SITL(Software In The Loop)을 이용하여 

UAV를 시뮬레이터에 생성한 뒤 사전에 정의된 Mission에 대한 정보에 따라 비행이 되도록 구현하였다. 또한, 

Gazebo 시뮬레이터의 Box Object를 이용하여 UAV의 비행 고도를 시각적으로 계층화하여 표현하였다. 

키워드: Gazebo, 무인항공기(UAV(Unmanned Aerial Vehicle)), 계층(Layer), 

군집(Cluster), 시뮬레이션(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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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드론산업은 혁신성장의 8대 핵심 선도 사업으로, 항공·정보통신

(ICT)·소프트웨어(SW)·센서 등 첨단기술의 융합산업이다. 저가·소

형 중심의 단순 촬영용에서 농업·감시·측량·배송 등 임무 수행을 

위한 고가·중형 중심으로 변화중이다. 앞으로 대형 무인항공기의 

등장과 개인형 이동수단으로의 자율비행 드론 상용화 등 수송·교통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도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드론의 군집 비행 기술은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제어하는 것이 드론 산업의 핵심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UAV의 군집 비행을 효과적으로 

시뮬레이션하고, 더욱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시뮬레이션 개발은 macOS Big Sur 11.4 환경에서 이루어졌으며, 

Apple M1 Chip을 탑재한 Laptop에서 진행하였다. Gazebo 시뮬레이

터는 일정 수준 이상의 하드웨어 성능이 요구되기 때문에 가상머신

(Virtual Machine) 환경은 권장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뮬레이션은 Gazebo 시뮬레이터를 사용한

다. Gazebo는 로봇을 위한 3D 시뮬레이션 환경이다. 시뮬레이터 

내에는 ground와 object가 존재하는데, UAV가 바로 이 object에 

해당이 된다. 시뮬레이터에 UAV를 렌더링 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 진행한 방법은 Pixhawk4의 

SITL을 이용하여 UAV를 시뮬레이터 내에 렌더링 하였다. Autopilot 

Program인 Pixhawk4는 다양한 Vehicle을 조종 및 제어할 수 있는 

Program인데, 이를 시뮬레이션에 접목시킨 것이 본 논문에서 사용한 

Pixhawk4 SITL이다. 본 논문에서는 Pixhawk4 SITL을 이용하여 

다수의 UAV를 시뮬레이터에 생성하고, 이를 제어하기 위해 

Pymavlink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였다.

Pymavlink는 MAVLink를 Python으로 구현한 오픈 소스 라이브

러리인데, [2] MAVLink는 UAV와 통신하기 위한 매우 가벼운 

Messaging Protocol이다. 시뮬레이터 내에 생성된 UAV에 Mission

을 Upload 하고, Upload 된 Mission을 실행하거나 여타 다른 동작들

을 수행 및 제어하기 위해 MAVLink Message를 이용하여 UAV와 

통신한다. UAV와 통신하기 위해 UDP Port를 이용한다. 각 UAV와 

통신하기 위해 다수의 UDP port 번호가 필요하며, 번호는 14540번부

터 생성된 UAV 숫자에 따라 1씩 증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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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Development

시뮬레이션은 사전에 작성된 Python 파일로 진행했다. Gazebo의 

환경 ground는 ground_plane model을 사용하였고, 다수의 UAV는 

모두 IRIS Model을 적용하였다. 각 차량의 Spawn 위치와 Mission 

진행 방향, 속도, 고도 등을 다르게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해당 파라미터들은 사전에 작성된 CSV 파일을 읽어와 분석하여 

적용하였다. 각 UAV에 업로드된 Mission의 실행은 Pymavlink를 

이용하여 Python 파일의 실행으로 일괄 실행되도록 개발하였다.

CSV 파일의 형식은 그림 1과 같다. 하나의 Row가 하나의 UAV의 

Mission에 대한 항목이다. 해당 CSV 파일을 읽어와, Row의 개수대로 

시뮬레이터에 UAV를 생성한다.

Fig. 1. Example of Input Data Structure

Fig. 2. UAV Cluster Flight

UAV의 비행 고도는 Gazebo 시뮬레이터의 Box Object를 이용하

여 계층화하여 나타내었다. 각각의 색상을 달리하고, 투명도를 조절하

여 그림 3과 같이 층으로 쌓아 현재 UAV의 비행 고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Fig. 3. Example of UAV Flight Altitude Layer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Gazebo 시뮬레이터와 Pixhawk4 SITL을 이용하여 

사전에 작성된 CSV 파일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수의 UAV를 

생성하고, Pymavlink를 이용하여 CSV 파일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생성된 UAV에 Mission을 업로드한 뒤, 업로드 된 Mission을 일괄적

으로 실행하고 제어하는 UAV 군집비행 시뮬레이션을 구현하였다. 

여러 대의 UAV를 프로그래밍을 통해 제어할 수 있고, 실제 비행 

전 사전 비행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행함으로써, 실제 비행에서 

일어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분야의 산업 전반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

다. 추후에는 이착륙 지점과 중간 충전 지점 수직 경로 등을 포함한 

비행 인프라를 표시하고 충돌 회피 기능을 추가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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