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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o develop a path planning algorithm combining gradient descent-based 

path planning (GBPP) and particle swarm optimization (PSO) for considering prohibited flight 

areas, terrain information, and characteristics of fixed-wing unmmaned aerial vehicle (UAV) in 

3D space. Path can be generated fast using GBPP, but it is often happened that an unsafe path 

can be generated by converging to a local minimum depending on the initial path. Bio-inspired 

swarm intelligence algorithms, such as Genetic algorithm (GA) and PSO, can avoid the local 

minima problem by sampling several paths. However, if the number of optimal variable 

increases due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UAVs and waypoints, it requires heavy 

computation time and efforts due to increasing the number of particles accordingly. To solve 

the disadvantages of the two algorithms, hierarchical path planning algorithm associated with 

hierarchical particle swarm optimization (HPSO) is developed by defining the initial path, 

which is the input of GBPP, as two variables including particles variables. Feasibility of the 

proposed algorithm is verified by software-in-the-loop simulation (SILS) of flight control 

computer (FCC) for UAVs.

   록

본 논문에서는 경사 하강법 기반의 경로 생성(GBPP)과 입자 군집 최적화(PSO)를 결합하여 3차원 

공간에서 금지구역, 지형정보, 고정익 특성 등을 고려한 경로 생성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기존의 

GBPP 방법의 경우 빠르게 경로 생성이 가능하지만 초기 경로에 따라 지역적 최적 값에 빠져 안전

하지 않은 경로가 생성될 수 있다. 유전 알고리즘(GA)과 PSO 등 생물학에서 영감을 받은 군집 지

능 알고리즘들의 경우 다양한 경로들을 샘플링하여 지역적 최적 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만 

무인기와 경로점 개수가 증가하여 최적 변수가 증가할 경우 군집 개수를 늘려야 하고 계산 시간이 

크게 증가한다. 두 알고리즘 단점을 보완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GBPP 입력 값인 초기경로를 수평, 

수직 방향에 대한 변위 두 가지 변수로 정의하고 이를 PSO 변수로 정의하여 계층적 경로 최적화 

알고리즘 HPSO를 제안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통용되는 비행 제어 컴퓨터(FCC)의 software-in- 

the-loop simulation(SILS)을 사용하여 고정익 무인기에 대한 사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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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무인기(Unmanned Aerial Vehicle)는 조종사가 탑

승하지 않고 자동으로 운행되는 항공기로 군사용 목

적으로 개발되어 현재 군용 및 산업 전반에 걸쳐 연

구, 개발 및 상용되고 있다. 무인기의 사용이 늘어감

에 따라 무인기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구

조물과의 충돌, 비행장 등 금지구역 침범 등의 사고

가 그중 하나이다. 이를 방지하고 보다 안전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 금지구역과 지형정보를 고려한 충돌

회피 경로 생성 알고리즘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군용 무인기의 경우도 방공망 등 위험이 되는 지역

과 산악지형을 고려하여 다수의 무인기로 표적을 타

격하기 위한 경로 생성 알고리즘의 개발이 중요하다. 

군용 무인기의 경우 다수의 무인기가 동시에 타격

하는 일제공격 임무를 위한 유도제어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었으며 대공 위협을 회피하여 타격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1-3]. 유도제어 방법을 이용해 

회피 경로의 생성이 어려운 복잡한 환경의 경우 

Voronoi diagram[4], Dijkstra[5] 등 지상 로봇의 경

로 생성에 사용되던 방법들도 적용되고 있으며, 고정

익 무인기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Dubins curve를 사

용한 회피[6]와 유체역학의 특성을 반영한 Rapid- 

Random-Tree(RRT)[7] 등 다양한 방향으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각 연구의 경우 대공 위협, 지형 정보, 

무인기 간의 거리, 고정익의 특성 중 일부를 고려한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있다.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3차원 공간에서 경로를 생성하는 경우 단시간 내에 

경로를 생성하기가 보다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방법 중 하나로  

Genetic algorithm(GA)과 Particle swarm optimization 

(PSO) 등 생물학에서 영감을 받은 군집 지능 알고리

즘이 존재한다. 이 방법들의 경우 다소 경험적인 방

법으로 대부분 이론적으로 최적 값에 수렴함을 수학

적으로 증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초기 값에 의한 최

적화 여부에 덜 민감하며 지역적 최적 값에 빠지지 

않고 비교적 빠르게 전역 최적 값에 도달한다. [8]과 

[9] 연구의 경우 3차원 공간에서 지형 정보를 고려한 

다수 무인기의 표적 공격 경로를 생성하기 위해 각

각 박쥐와 비둘기들의 움직임에서 영감을 받은 알고

리즘을 사용 및 개선하였으며, 무인기에 연속적인 경

로를 제공하기 위해 B-spline을 이용한 스무딩을 적

용하였다. GA를 경로생성에 적용한 연구의 경우 각 

경로점들이 유전자 역할을 하고 경로점들로 이뤄진 

염색체로 하여 다양한 경로들의 비용 함수를 샘플링

하고 보다 나은 염색체들을 생존시키고 변이시킴으

로써 최적 경로를 찾아나간다[10]. PSO를 이용한 경

로생성[11-13]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PSO 자체의 

최적화 성능 개선을 위해 수렴 속도를 개선하는 연

구[11]와 지역적 최솟값에 수렴하는 경우를 줄여주는 

연구[12]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13]의 경우 Gauss 

pseudo-spectral method를 이용한 경로 생성 알고리

즘과의 결합을 통해 성능을 개선하였다. 하지만 위 

연구들의 경우 무인기들의 경로점 전체가 Swarm의 

입자들이 가진 최적화 변수이기 때문에 무인기 개수 

뿐 아니라 경로점 개수가 증가하여도 최적화 변수 

차원이 증가하여 지역적 최솟값에 빠질 가능성과 수

렴까지의 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PSO와 경사 하강

법 기반 경로 생성(Gradient based path planning,　

GBPP)를 계층적으로 구성하여 PSO의 최적화 변수를 

감소시키고 초기 값에 의해 쉽게 지역적 최솟값에 

수렴하는 GBPP의 단점을 개선하는 경로 생성 방법 

Hierachical particle swarm optimization(HPSO)을 

제안한다. 제안된 경로 생성방법은 고정익 무인기에 

대한 실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상용되는 Flight control 

computer(FCC)의 Simulation-in-the-loop simulation(SILS)

를 이용하여 경로 생성 및 추종 시뮬레이션을 진행하

였다.

Ⅱ. 임무 환경 정의

이번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이 적

용될 고정익 무인기의 임무 환경을 정의한다. 무인기

는 1대 이상의 편대 고정익 무인기가 사용되며 지상 

통제 장치(GCS)에서 해당 무인기들의 위치 및 FCC

에 정의된 매개변수들을 수신한다. 그 외에도 GCS에

는 주어진 임무 범위 내의 지형과 금지구역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 지형 정보의 경우 주어진 임무 범

위 내의 2차원 좌표가 일정한 크기의 격자로 나눠지

며 각 격자에 해당하는 2차원 위치와 해당 위치 지

형의 고도정보가 포함된다. 금지구역의 경우 원형으

로 가정하였으며 중심점과 반지름이 제공된다. GCS 

사용자가 각 무인기에 목적지를 설정하면 제안된 경

로 생성 알고리즘이 현재 무인기들의 위치에서 목적

지까지의 경로점을 지형, 금지구역, 무인기끼리의 거

리, FCC의 매개변수에 정의된 고정익 특성을 고려하

여 생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무인기가 비행 속도

를 사용자가 정의한 운행속도로 비행하는 것을 가정

하였다.

Key Words : Fixed-Wing UAV(고정익 무인기), Path Planning(경로 계획), Particle Swarm        

 Optimization(분자 군집 최적화), Software-in-the-loop Simulation(소프트웨어 인    

 더 루프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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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경로 생성 알고리즘

3장에서는 앞서 2장에서 정의된 임무 환경에서 무

인기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행시키기 위한 경로

점 생성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무인기의 위치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직선 

일정 간격으로 나누고 나눠진 지점에서 직선과 수직

한 방향으로의 변위를 최적화하고자 하는 변수로 정

한다. Fig. 1에서는 시각화를 위해 2차원 상황을 가정

하였으며 제안한 알고리즘은 3차원 경로생성이므로 

한 지점당 2개의 변수를 갖는다. 제안하는 알고리즘

은 Fig. 1(a)와 같이 경로를 결정하는 변수들이 결정

된 후 경로 생성 알고리즘에 의해 Fig. 1(b)와 같이 

장애물과 무인기끼리의 충돌을 피하고 고정익에 적용

을 위해 부드러운 경로 생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

하는 방법에서는 PSO와 경사 하강법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계층적으로 두 방법을 결합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3.1과 3.2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3.1 경사 하강법 기반 3차원 경로 생성

경사 하강법은 최적화 변수에 대한 비용 함수의 

경사도 벡터에 비례한 방향으로 최적화 변수들을 갱

신하며 비용 함수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경사 하강

법을 이용한 공격 임무 경로를 생성하기 위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적화 변수로 정의된 경로 지점

(a) Definition of variable

(b) Optimized path

Fig. 1. Definition of optimization variable

에 대해 장애물과 지형으로 인한 충돌 위협, 경로의 

부드러운 정도 등을 아래와 같이 비용 함수로 정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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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의  는 i번째 무인기의 k번째 경로점이 

가지는 비용 함수이며 는 최종 비용 함수로 모든 

경로점 비용의 합으로 구해진다. 은 무인기 개수, 

은 i번째 무인기가 가지는 경로점 개수이다. 

는 식 (2)와 같이 하위 비용 함수들에 비중을 곱한 값

의 총합으로 구해진다.          

는 각각 금지구역으로부터의 거리, 지형과의 거리, 

무인기간의 거리와 경로 각도에 대한 비용 함수이며 

   는 각각 이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식 

(3)은 무인기 경로를 금지구역으로부터 멀어지게 하

기 위한 비용 함수로 는 i번째 무인기의 k번

째 경로점의 위치, 와 max는 각각 j번째 금지구

역의 위치와 반지름을 의미한다. 식 (4)는 지표면 지

형으로부터 경로를 멀어지게 하는 비용 함수로 는 

지표면 그리드들의 위치, 는 지표면 그리드들의 노

말 벡터이며 max는 지표면으로부터의 안전거리이

다. 식 (5)는 무인기끼리 충돌을 막기 위한 비용 함

수로 i번째 무인기의 k번째 경로점과 다른 무인기의 

경로 사이 거리를 멀어지도록 한다. 식 (6)은 경로 

길이를 줄이고 급격한 회전을 막기 위한 비용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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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cept of GBPP

(b) Local minimum path of GBPP

Fig. 2. Concept and disadvantage of GBPP

이다. 와 는 각각 경로간에 수평방향으로의 각과 

고도 방향으로의 각도이고 max와 max는 각각 그 값

의 최댓값을 의미하며 FCC 내부 매개변수인 최대 

뱅크 각과 최대 착륙 경사각들을 반영하여 계산된다. 

해당 비용 함수에 경사 하강법을 통한 각 경로 지점

의 변화는 다음과 같으며 Fig. 2(a)와 같이 경로점들

이 이동하게 된다. 

∆   ∇ (7)

식 (7)에 의해 이동된 경로점들에 대해 다시 비용

함수를 구할 수 있으며 식 (7)에 의한 경로점들의 변

화량이 0에 수렴할 때까지 반복하여 비용 함수를 최

소화하는 경로점들을 찾는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경사 하강법의 결과로 지역적 최솟값에 수렴할 수 

있으며 이는 Fig. 2(b)와 같이 장애물을 회피하지 못

하는 경로가 생성될 수 있다. 

3.2 PSO 기반 기경로 생성

앞서 소개한 경사 하강법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

고자 PSO[14]와의 결합 방안을 제안한다. 경사 하강

법은 지역적 최솟값이 다수인 최적화 문제에서 최적

화 변수의 초기값에 영향을 받는다. 이를 해결하고자 

제안하는 방법에선 Fig. 3과 같은 초기 경로에 대한 

각도들을 PSO의 입자들이 가지는 변수로 지정하고 

초기 경로에 경사 하강법을 통해 얻어진 경로가 갖는 

비용 함수 식 (1)을 최종적으로 해당 입자가 갖는 비

용 값으로 한다. Fig. 3은 제안하는 방법에 대한 대략

적인 시각화이며, 예시로 -30도에 위치한 입자가 최종 

경로 및 비용을 구하는 과정을 시각화하였다. 그림에

서와 같이 노란 별에 해당하는 입자들은 그래프에서

의 x축 위치에 맞는 초기경로를 갖고 있으며, 그 경

로가 갖는 비용함수는 y축으로 표현되었다. 입자들 

중 최소의 비용함수를 갖는 입자는 Fig. 3에서 붉은 

별로 표현되었다. 이는 계층적으로 GBPP가 PSO 과

정 안에 포함된 구조로 Fig. 4와 같은 순서도로 표현

Fig. 3. Visualization of proposed algorithm

할 수 있다. Fig.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각 입자가 

가지는 비용 함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경로에 경사 

하강법이 포함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PSO 과

정[14]과 같아 PSO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였

으며, PSO 과정 중 입자들의 위치 업데이트 식은 아

래 식 (8), (9)와 같다. xi과 vi는 각각 i번째 입자의 

위치, 업데이트 시 변위를 나타낸다. r1,2는 0과 1 사

이의 무작위 실수이며 w1,2,3은 비중 값이다. pi와 g는 

각각 I번째 입자가 기록한 위치 중 최적의 위치와 모

든 입자가 기록한 위치 중 최고의 위치를 나타낸다. 

      (8)

    (9)

Fig. 4. Flow chart of the proposed path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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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와 같이 식 (8), (9)에 의해 업데이트되던 

입자들은 입자들의 위치 변화량이 특점 범위 안으로 

들어온 경우 수렴하였다고 판단하여 알고리즘을 마

치며 g가 갖는 경로를 출력한다.

Ⅳ. 시뮬 이션 결과

4.1 경로 비교 시뮬 이션

제안한 경로점 생성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확인하

기 위해 동일한 환경에서 경사 하강법을 통해 생성

된 경로와 제안된 알고리즘으로 생성된 경로를 비교

하였다. 해당 시뮬레이션의 경우 Matlab 환경에서 프

로그래밍된 알고리즘과 지형 설정 코드를 통해 수행

되었으며, 식 (1)-(7)의    는 다수의 

시뮬레이션 시행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각각 5, 2, 3, 

7, 0.01로 선정되었다. 금지구역 3개의 위치는 각각 

[1.0, 1.1], [1.8, 1.2], [1.1, 2.2] km이며 각각 2.5, 1.5, 

3.5 km의 반지름을 갖는다. 지형 정보는 고도 0에서 

50m 이내에서 무작위하게 생성되었다. Fig. 5는 경로

생성 결과로 (a), (c)는 경사 하강법, (b), (d)는 제안

된 알고리즘으로 생성된 경로 결과이다. 파란색 삼각

형은 각 무인기의 시작위치, 초록별은 목적지를 나타

내며 두 지점을 잇는 생성된 경로로 분홍, 노랑, 파

랑 순서대로 무인기 1, 2, 3번 기체의 경로이다. Fig. 

5의 (c)와 (d)에서는 가시성을 위해 2번 무인기 경로 

색을 검정으로 하였다. Fig. 5의 (a)와 (b)에서 음영으

로 고도 정보가 표현되었으며, 검정과 흰색이 각각 0

에서 40 m를 나타내며 적색 원은 금지 구역을 나타

낸다. Fig. 5의 (c)와 (d)에서는 경로 표기를 위해 지

형 정보와 금지구역이 반투명하게 표시되었다. 두 알

고리즘으로 인해 생성된 경로의 비용 함수 값은 각

 (a) Top view of GBPP   (b) Top view of HPSO

(c) Side view of GBPP (d) Side view of HPSO

Fig. 5. Comparison of planning algorithm

(a) Top view of GBPP (b) Top view of HPSO

Fig. 6. Comparison of planning algorithm

각 869과 221으로 제안한 알고리즘이 25%로 감소하

였다. 3번 무인기 경로는 두 경우가 비슷하나 1번과 

2번 무인기의 경로는 초기 값으로 인해 비교적 급격

한 경로로 수렴하게 되었다. 1번 경로의 경우 Fig. 

5(a)와 (b)의 비교를 통해서도 경로가 급격한 것이 확

인되지만 (c)에서 언덕 지형을 넘기 위해 20 m까지 

올라갔던 고도가 (d)에서는 5 m까지 감소하여 경로

가 짧아지고 비용 함수가 감소하였다. 이로써 제안한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다.

PSO는 무작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Fig. 6과 같

은 고정된 환경에서 확률적인 분석을 위해 100번의 

알고리즘 수행을 진행하였다. Fig. 6은 경로생성 결

과로 (a)는 경사 하강법, (b)는 제안된 알고리즘으로 

생성된 경로 중 하나의 결과이다. HPSO의 경우 비

용 함수의 평균값은 556, 분산은 314, 최대, 최솟값은 

각각 616, 525이며, GBPP의 경우 비용함수가 3254로 

측정되었다. PSO의 랜덤성으로 인해 HPSO의 결과

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나 비용 함수 평균 값과의 

차가 10% 범위 이내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그 최댓

값도 GBPP의 5분의 1로 작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경로를 생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다 다양한 환경에서의 성능 확인을 위해 

무인기 개체수를 1에서 5 사이 무작위수, 금지구역 

개수는 1에서 10 사이의 무작위수, 무인기들의 출발

지, 목적지와 장애물들의 위치 및 지름을 범위 내에

서 무작위하게 생성하여 총 300번의 알고리즘 수행을 

진행하였다. GBPP의 경우 비용함수의 평균, 최댓값이 

각각 5576, 78616이며 HPSO의 경우 평균과 최댓값이 

각각 2268, 34697로 두 배 이상 낮게 나와 HPSO가 

GBOO보다 효율적인 경로를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

(a) Cost according to    
 number of UAV

 (b) Cost according to    
     number of obstacles

Fig. 7. Comparison of planning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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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ig. 7의 (a), (b)는 각각 무인기와 금지구역 개수

에 대한 GBPP와 HPSO의 비용함수 차로 UAV와 금

지구역이 증가하여 지역적 최솟값이 나오기 쉬운 환

경일수록 HPSO가 보다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4.2 SILS를 이용한 검증

앞선 장에서는 기존의 경로생성 알고리즘과의 비

교를 통해 제안한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확인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실제로 통용되는 FCC인 Pixhawk의 

Software-in-the-loop Simulation(SILS)와 고정익 무인

기의 Gazebo 시뮬레이션 환경을 이용해 제안한 알고

리즘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이를 위해 사용된 SILS 

환경 구조도는 Fig. 8과 같다. 먼저 Gazebo 환경의 

무인기들로부터 현재 위치를 경로생성 알고리즘이 

실행되는 Matlab에서 수신한다. 수신된 무인기 위치

와 설정된 목적지, 금지구역과 랜덤하게 생성된 지형

을 바탕으로 알고리즘이 실행되고 경로가 생성된다. 

생성된 경로는 지상통제장치(GCS)를 무인기들에 업

로드되며 사용자가 GCS를 통해 미션을 시작한다. 

Fig. 9(a)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4.1장의 시뮬레이션

과 같은 금지구역이 적용되었으며, 무작위로 생성된 

지형 정보가 사용되었으며, 두 대의 무인기가 시뮬레

이션에 사용되었다. Fig. 9(b)는 GCS의 모니터링 화

면이며 생성된 경로는 주황색 실선, 무인기가 이동한 

위치 기록은 빨간색 실선이다. Fig. 9를 통해 경로간

의 각이 비용 함수로 적절하게 설계되어 고정익 무

인기들이 유도한 경로대로 잘 따라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0의 (a)와 (b)는 각각 3차원 무인기 경로, 

무인기가 이동한 위치 경로이며 (c)와 (d)는 각각 1

번, 2번 무인기의 금지구역으로부터의 최소거리와 무

인기 고도, 지형 고도를 보여주고 있다. Fig. 10 (c)와 

(d)의 고도 그래프인 아래 그래프의 실선은 무인기의 

고도, 점선은 무인기가 지나간 좌표의 지형 고도를 

나타낸다. 1번 무인기의 경우 운행 중 금지구역과의 

최소거리는 126m, 지형으로부터의 최소거리는 13m

이며 2번 무인기의 경우 금지구역과의 최소거리는 

128m, 지형으로부터의 최소거리는 11m이다. 이와 같

은 결과로 볼 때 제안한 알고리즘으로 운행속도를 

유지하는 고정익이 추종 가능하며 금지 구역 및 지

형으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경로 생성이 검증

되었다고 볼 수 있다.

Fig. 8. Block diagram of SILS

(a) Top view of path in virtual environment

(b) Path and tracking of UAV in GCS

Fig. 9. Generated path and tracking of UAV

(a) 3-D view of paths (b) Position of UAVs

(c) Distance from      

      threat of UAV１

(d) Distance from       

      threat of UAV 2

Fig. 10. Results of path tracking of UAVs in S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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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경사 하강법 기반 경로생성(GBPP)

과 PSO를 계층적으로 결합하여 3차원 공간에서 다

수의 고정익 무인기의 경로 생성 방법을 제안하였다. 

GBPP는 비교적 빠르게 경로 생성이 가능하지만 초기 

경로에 따라 지역적 최적 값에 문제가 존재한다. 생

물학에서 영감을 받은 군집 지능 알고리즘들의 경우 

다양한 경로들을 샘플링하여 지역적 최적 값에 잘 안 

빠지는 편이지만, 무인기와 경로점 개수가 증가하여 

최적 변수가 증가할 경우 계산 시간이 크게 증가하거

나 지역적 최적 값에 빠질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를 

보완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GBPP 입력 값인 초기경로

를 두 가지 변수로 정의하고, 이 값을 PSO 변수로 

정의하는 계층적 경로 최적화 알고리즘 HPSO를 제

안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통용되는 FCC의 SILS

를 통해 고정익 무인기가 추종 가능한 경로 생성에 

대한 검증을 하였다. 후속 연구로 무인기의 표적지 

공격 미션을 고려하여 도달시간을 동일하게 하기 위

해 알고리즘을 개선할 예정이며 실제 무인기의 비행 

실험을 통해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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