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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재난 지역 탐색, 감시 및 정찰, 물품 조달 등 다

양한 임무에 대해 무인기 다개체 시스템이 각광받고 있

다. 특히 광역 탐색임무에서는 고가의 일부 무인보다 저

가 무인기를 다수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1]. 그러나 

여러 무인기를 동시에 운용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시스템

이 요구되므로 다양한 제어 방식이 연구되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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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the Multi-UAV system for various missions is more complex than a single UAV, an 

efficient formation control method is required. In wide-area search mission, there is a need for a 

distributed control for flexible formation that has a low burden of communication and computation 

and enables autonomous formation between UAVs. This paper proposes a flexible formation 

operation method that considers the swarm formation, the bank alignment formation, and the 

formation movement to expand the scan area and improve search performance. The algorithm has 

a vibration characteristic of the second-order system for a relative distance and can design an 

algorithm through parameter tuning. In addition, we converted control commands to suit 

conventional UAV systems and demonstrated the performance of algorithms for a formation and 

movement of a formation through simulation.

초   록

다양한 임무에서 활용 가능한 무인기 다개체 시스템은 단일 무인기보다 복잡하므로 효율적인 대형 제어 

방식이 요구된다. 특히 광역 탐색임무에 있어 통신량 및 연산량 부담이 적으며, 무인기간 자율적인 대형 

형성이 가능한 분산 제어형의 유동적인 대형 형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스캔 면적의 확장 및 탐색 성능 

향상을 위해 Swarm 대형과 뱅크 정렬 대형, 대형 전체 운동을 고려한 대형 형성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알고리즘은 상대거리에 대해서 2차 진동 특성을 가지며 parameter tuning을 통해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다. 또한 통상적인 무인기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제어명령을 변환하였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고리즘

의 대형 형성 및 운동에 대한 성능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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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k Alignment Formation(뱅크 정렬 대형), Wide-Area Search(광역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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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다개체 시스템의 제어 방식은 중앙 집중형과 

분산 제어형이 있다. 중앙 집중형에서 각 무인기는 중앙 

통제 시스템에 자신의 상태를 송신하고, 중앙 통제 시스

템은 임무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각 무인기로 전송한다. 

이러한 방식은 모든 무인기가 중앙 통제 시스템과 연결

되므로 무인기 수 증가에 따라 통신 및 연산량이 증가하

는 단점이 있다. 반면, 분산 제어형에서 각 무인기는 통

신이 가능한 무인기들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통해 임무 

수행을 위한 명령을 스스로 생성한다. 이러한 방식은 무

인기 수가 증가하여도 통신 및 연산 자원에 부담이 적으

며 일부 무인기의 손실에 대해 강건하다[3].

넓은 지역에서의 탐색을 위해 일반적으로 군집 무인기

는 대형을 이루어 임무를 수행한다. 대형을 형성하기 위

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선도-추종 방법이 있다. 선도-

추종 방법은 기본적으로 중앙 집중형 제어 방식을 사용

하며 선도 무인기는 모든 추종 무인기들과 전역적인 통

신을 통해 대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명령을 전달한다

[4,5]. Zhao, W.는 tracking control을 통해 선도 무인기

와 추종 무인기의 상대 위치를 원하는 값으로 유지하도

록 하여 대형을 형성하였다[6]. Gkesoulis, A. K.는 선

도-추종 방법에서 추종 무인기를 추종하는 하위 무인기 

계층들을 추가시킨 트리 구조의 방식을 통해 대형을 형

성하였다[7]. 그러나 이러한 선도-추종 방법들은 선도를 

이용하여 나머지 무인기들을 제어하기 때문에 외란에 대

해 취약하다. 또한 선도가 손실된 경우 시스템의 대형이 

깨지고 복원이 어렵다. 

군집 지능을 이용한 연구들은 선도에 의존하지 않고 

대형을 형성한다. 이러한 방식은 분산 제어형 시스템을 

이용하며 상호 간 종속 관계가 없는 동등한 개체들을 고

려한다. 각 무인기의 통신 및 연산 자원을 이용하여 대

형 형성과 임무 수행을 위한 명령을 자율적으로 생성한

다. Lim, S. H.는 알려진 군집 모델인 Cucker-Smale 

모델을 이용하여 대형을 형성하였다[8]. 선행 연구에서

는 가상의 인/척력을 도입하여 근접 무인기 간의 기준거

리를 유지함으로써 대형을 형성하였다[9]. 그러나 무인

기마다 일정한 기준거리만큼 이격된 대형의 구성만 고려

되므로 상당 부분 겹치는 FOV(Field Of View)로 인해 

본 목적인 광역 탐색에 있어 효율성이 저하된다.

본 논문에서는 탐색 임무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Swarm, 뱅크 정렬의 구성 및 대형 운동이 가능한 분산 

제어 기반 대형 형성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대형 형성 

알고리즘은 통신 가능한 타 무인기의 국지 정보만을 이

용하여 대형을 위한 명령을 자체적으로 생성한다. 또한 

병진, 회전의 대형 운동을 추가하여 탐색 성능을 높였다. 

군집 형성 알고리즘의 2차 진동 특성을 분석하여 알고리

즘을 설계하였으며, 실제 시스템에서의 구현을 위해 제

어명령을 속력, 헤딩각으로 변환하였다. 검증을 위해 대

형 형성과 운동을 결합한 여러 탐색 모드를 구현하였으

며, 무인기 수 변화에 대해 자율적으로 대형이 형성됨을 

입증하였다.

Ⅱ. 본  론

본 알고리즘은 상대 멀티콥터와의 위치와 속도 정보를 

이용하여 넓은 영역에서의 탐색에 적합한 대형 형성 알

고리즘을 다룬다. Swarm 대형과 일자 형태의 뱅크 정렬 

대형 모드, 대형 운동 모드를 구성하였고 수행하고자 하

는 탐색 임무에 맞는 형태로 구현이 가능하다. 무인기에 

인가되는 최종 제어명령은 각 비행 모드 제어명령의 합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행하지 않는 모드에 해당하는 

값은 0이다.

 
 

 
 (1)

이를 통해 운용자가 간단히 모드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도 대형의 변화와 대형의 운동을 제어할 수 있다. 각각

의 제어명령에서 는 Swarm 대형, 는 뱅크 

정렬 대형, 과 는 대형의 병진, 회전 운동을 

의미한다. 

2.1 군집 형성 알고리즘

군집 형성 알고리즘에서는 분산 제어 기반으로 통신 

가능한 반경 내의 근접 무인기에서 상대위치와 상대속도

에 대한 국지 정보를 획득한다. 이러한 정보는 무인기 대

형을 이루기 위한 가속도 제어명령 산출에 이용

되어 Swarm 대형을 이룰 수 있다. 군집 형성 알고리즘

에서는 기준거리보다 가까운 상대에 척력, 먼 상대에 인

력에 해당하는 명령이 반복적으로 산출된다. 군집 형성 

알고리즘의 무인기-무인기, 무인기-임무경계 간 제어명

령은 다수 멀티콥터의 유동적 대형 변화 알고리즘[9]을 

참고하여 수정하였다.

2.1.1 무인기-무인기 간 제어명령

본 연구의 시스템 모델은 질점 모델로서 고도가 일정

한 2차원 평면에서 운동한다고 가정한다. 제어명령 산출

에 필요한 상대거리벡터  와 상대속도 벡터  는 다

음 식 (2)와 같다.

Fig. 1. The Concept of Formation[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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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기서 
 와 

 는 각각 무인기 i와 j의 위치벡

터, 속도벡터를 나타내며 j는 i와 통신이 가능할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무인기를 나타낸다. 각 무인기는 식 (2)

의 정보를 통해 가속도 제어명령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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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기서 은 무인기 수를,  는 각각 제어상수와 댐

핑상수를, 는 기준거리를 나타낸다. 운용자는 임무의 

특성에 맞도록 제어상수와 댐핑상수를 조절할 수 있다. 

기준거리 또한 운용자의 설계 변수로서 전체 대형의 크

기를 변형시킬 수 있다.

2.1.2 무인기-임무경계 간 제어명령

본 시스템 모델이 임무를 수행하는 임무경계는 곡선의 

방정식 형태로 모델링 되어 다양한 지형을 표현할 수 있다.

  
 

  (4)

여기서    는 곡선의 방정식 계수이다. 

임무경계의 형태에 따라 곡선의 차수를 결정하여 모델링

을 수행한다. 무인기가 임무경계에 근접하게 되면 점과 

곡선 위 한 점의 최단거리 산출법을 통해 무인기 i와 임

무경계 간의 최단위치를 산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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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기서 는 무인기 i와 임무경계 간 최단 위치 벡

터이며  는 그때의 위치이다.  는 무인기 i

의 위치이며, 이를 통해 무인기 i와 임무 경계 간 상대거

리벡터 를 구한다. 상대거리는 무인기가 임무경계와 

부딪치지 않게 하기 위한 제어명령 산출에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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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인기-임무경계를 위한 제어상수이며 임무 

지형 및 임무의 특성에 맞도록 운용자가 조절할 수 있다. 

2.1.3 알고리즘 특성

군집 형성 알고리즘은 무인기 간 상대거리  에 대한 

2차 진동 특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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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여기서 , 는 각각 고유진동수, 감쇄비이며, , 는 

인력/척력 기반 제어상수, 감쇄상수를 나타낸다. 알고리

즘의 고유진동수는 상대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하며 무

인기 간 거리가 가까워지면 결합 힘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고유진동수와 감쇄비를 통해 알고리즘 수식을 설계

함으로써 원하는 진동 특성을 얻을 수 있다. 

2.2 대형 형성 알고리즘

군집 형성 알고리즘의 Swarm 대형은 Fig. 2의 왼쪽과 

같이 무인기 탑재체의 FOV(Field Of View)가 상당 부

분 겹쳐지게 된다. 

이는 탐색 임무에 있어 효율성을 저하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Fig. 2의 오른쪽과 같은 뱅크 정렬 대형이 필요

하다. 군집 형성 알고리즘에서의 Swarm 대형은 무인기

가 모두 같은 기준거리를 이용한다. Fig. 3과 같이 뱅크 

정렬 대형 구성의 기본 원리는 이를 변형시켜 각각의 무

인기에 서로 다른 기준거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는 무인기 i와 근접 무인기 j 간 기준거리로서 무인기-

무인기마다 서로 다른 값을 가진다. 는 식 (3)의 

 역할을 대신하여 정렬 대형에 해당하는 제어명령 

를 생성한다.

Fig. 2. UAV Formation

Fig. 3. Concept of Alignment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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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형 형성 알고리즘은 Swarm 대형 외에 뱅크 정

렬 대형과 전체 대형의 병진 및 회전 운동이 구성된다. 

집중 영역 탐색에는 Swarm 대형을, 넓은 영역 중심의 

탐색에는 정렬 대형을 이용하여 임무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수행할 수 있다.

2.2.1 무인기-무인기 간 제어명령

기준거리 를 구하기 위해서는 무인기 i와 근접 

무인기 j 간 특정 상대거리 정보가 필요하다. 이 상대거

리는 무인기 i의 국소 좌표계에서의 기준선을 기준으로 

측정된다. Fig. 4는 무인기 1의 임의의 기준선   와 

다른 무인기 간 상대거리벡터를 나타낸다. 기준선을 이

용한 무인기 i와 j 간 상대거리 


 는 기하 관계를 이용

한 식 (8)에 의해 계산된다.

 






 (8)

Figure 5는 무인기 1의 기준선   에 대한 상대거

리  를 계산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는 식 (2)에 

의해 도출된 상대거리이며, 은 무인기 1 기준선에 

수직한   

에 대한 수직거리를 의미한다. 기준선에 

대한 상대거리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과 상대 무인기와의 

근접한 정도를 나타내는 인덱스를 구할 수 있다. 즉, 무

인기 i의 관점에서 j와의 거리  가 가장 작고 k와의 

거리  가 그 다음으로 작다면  ,는 각각 1, 2가 

Fig. 4. Relative Distance for Reference Line

Fig. 5. Calculation of  

된다. 이를 통해 Fig. 3과 같이 무인기 i와 j 간 기준거

리 는 가까운 순서대로 최소 기준거리의 배수 형

태로 부여된다. 

  ×min (9)

여기서 min은 최소 기준거리이며 정렬 대형에서 가장 

가까운 두 무인기 간 거리를 의미한다. 도출된 기준거리 

는 항상 대칭이어야만 알고리즘 수행에 있어 그 

적절성을 지닌다.

이처럼 기준선에 대한 상대거리 정보를 이용하면 대형

은 자동적으로 기준선에 수직하도록 정렬된다. 즉, 원하

는 방향의 뱅크 정렬 대형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기준선을 대형 진행 방향으로 설

정하면 대형의 영역 스캔 면적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

다. 이와 같이 기준선은 정렬 대형 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기준선에 대한 상대거리를 계산하는 과정

은 필수적이다. 

2.2.2 전체 대형의 병진 및 회전 운동 

대형이 형성된 군집 무인기는 병진 및 회전 운동에 의

해 목표 지점을 향하거나 장애물을 회피하는 등의 임무

를 수행한다. 병진 운동을 구현하기 위해 임의의 무인기 

하나에 대한 제어명령을 인가한다. 

이때, 병진 운동에 대한 방향벡터 는 운용자가 지정

한다. 회전 운동에서는 대형에서 가장 거리가 먼 두 무

인기에 기준선 방향과 그 반대 방향으로 제어명령을 인

가한다. 다음은 Fig. 6의 정렬 대형 구성을 위한 기준선 

  의 방향을 나타낸다.

  tan (10)

이때 정렬 대형의 회전을 위한 두 방향벡터는 

cos  sin  cos sin이다. 

무인기 대형 운동에 해당하는 가속도 제어명령은 식 

(11)과 같다. 이에 따라 각각 병진, 회전 운동에 해당하

는 방향벡터를 이용하여 제어명령 , 
를 

생성한다. 은 대형 운동을 위한 제어명령의 크기를 나

타내며 운용자의 지정이 가능한 설계 변수이다. 

 
 (11)

Fig. 6. Concept of Translational, Rotational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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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ncept of Command Conversion

무인기의 대형 운동은 원하는 위치로의 탐색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며 탐지에 실패한 목표물을 위해 동일

한 영역에서의 중복 탐색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Swarm 

및 정렬 대형에 대형 운동을 더함으로써 다양한 탐색 모

드의 구현이 가능하다.

2.2.3 구현을 위한 제어명령 변환

대형 형성 알고리즘이 산출하는 제어명령은 가속도이

므로 통상적인 무인기 시스템에 적용이 불가능하다. 따

라서 Fig. 7과 같이 오일러 적분을 통해 가속도에서 속

력 및 헤딩각으로의 제어명령 변환을 수행한다. 속도 
  

은 식 (12)와 같다.

 ′

 ′ (12)

여기서   
는 무인기에 인가되는 최종 가속

도 제어명령이다.  ′  ′ ′ 는 이전 속도이며, 는 

수치적분을 위한 time step을 나타낸다.

 

  tan
  (13)

2.3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

2.3.1 시뮬레이션 조건

Table 1 조건에서 본 연구의 대형 형성 알고리즘의 

시뮬레이션이 각각의 비행 시나리오에 대해 수행되었다.

각 대형을 이루기 위해 대형의 크기 및 알고리즘 반응

성 등을 고려하여 인/척력에 해당하는 제어상수,  

와 댐핑상수, 를 적절한 값으로 설정하였다. 

Swarm
Formation

Alignment 
Formation

Control 
Constant

     

1 12 0.7 3 2 0.7

Number 
of UAV

10

Initial 
Speed

8m/s

Mission 
Boundary 

1,000m x 1,000m

Table 1. Simulation Condition 

Time(sec) Fight Mode

0 - 100 Swarm Formation

100 - 300 Alignment Formation

300 - 700 Alignment Formation + Rotation

700 - 1000 Alignment Formation + Translation

Table 2. Flight Scenario I

Time(sec) Fight Mode

0 - 100 Swarm before UAV removal 

100 - 250 Swarm after UAV removal

250 - 350 Alignment before UAV addition

350 - 500 Alignment after UAV addition

Table 3. Flight Scenario II

2.3.2 시뮬레이션

Figures 8-10의 각 시뮬레이션은 Flight Scenario I의 

각 비행 모드가 구현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Figure 8에서는 Swarm 대형이 형성되면서 이에 따른 

무인기 간 상대거리를 유지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10초까

지는 통신 가능 범위 내 무인기끼리의 대형 형성이 먼저 

이루어져 분산 제어 기반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각각의 군집 무인기는 서로 다른 인/척력 제어

상수에 따라 특정 방향 없이 이동한다. 20초부터는 통신이 

가능할 정도로 가까워졌으므로 위치 및 속도 정보를 서로 

주고 받으며 모든 무인기가 Swarm 대형을 이루게 된다.

Fig. 8. Swarm Formation of Multiple U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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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lignment Formation of Multiple UAV

Figure 9에서는 Swarm 대형을 바꾸어 정렬 대형을 

이루는 과정을 나타낸다. 100초 후 무인기는 흩어지고 

정렬 대형이 형성되면서 이에 따른 무인기 간 상대거리

를 유지한다. 현 시뮬레이션은 Swarm 대형을 이룬 상태

에서 정렬 대형 형성이 이루어지므로 모든 무인기가 근

거리에서 통신하며 알고리즘이 수행된다. Swarm 대형의 

경우, 무인기 대수가 증가할수록 커지는 대형에 맞춰 일

부 무인기들의 이격 거리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알고리즘은 2차 진동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는 척력 

제어상수 값 설정에 영향을 준다.

Figure 10에서는 정렬 대형을 이룬 무인기 집합이 회

전 운동과 병진 운동을 수행한다. 300초 후 임의의 무인

기 2대만 시계 반대 방향의 회전을 위한 제어명령이 인

가되며, 700초 후 1대의 무인기만이 오른쪽 방향의 병진 

운동을 위한 제어명령을 받는다. 대형 형성을 위한 제어

명령이 지속적으로 인가되고 있으므로 최소 개수 무인기

의 대형 운동이 전체의 대형 운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에 의해 700초부터는 병진 운동이 이

루어지는데 그 전에 기준선을 전체 속도의 진행 방향과 

맞추기 위한 회전 운동에 대한 제어명령이 추가적으로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11은 Flight Scenario I에서의 시간에 따른 무

인기 간 상대거리를 나타낸다. 100초까지는 Swarm 대

형을 이루므로 일정한 기준거리를 위해 서로 최대한 가

까워진다. 이후 정렬 대형을 이루기 위해 서로 다른 기

준거리에 대한 상대거리를 따르는 것을 알 수 있다. 300

초 후 정렬 대형 제어명령과 대형 운동 제어명령이 중첩

되어 특정 무인기 간 거리가 불안정하다. 하지만 이는 

일부 무인기에만 해당하며 전체 대형이 계속 유지되고 

Fig. 10. Formation Motion of Multiple UAV

Fig. 11. Relative Distance for Flight Scenario I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s 12, 13의 시뮬레이션은 Flight Scenario II가 

구현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Fig. 12에서는 Swarm 대형

에서 하나의 무인기가 소실되어 대형이 재구성되는 과정

을 나타낸다. 초반에 대형 형성 알고리즘에 의해 Swarm 

대형을 이루고 이후, 하나의 무인기가 대형에서 이탈하

게 된다. 100초 이후 운용자의 개입 없이 알고리즘에 의

해 자체적으로 나머지 무인기에 대한 대형이 재생성된다. 

Fig. 13은 정렬 대형에서 하나의 무인기가 추가되어 대형

이 재구성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Swarm 대형에서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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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형이 바뀐 후 이탈하였던 무인기 한 대가 다시 대

형으로 들어오게 된다. 400초 이후 전과 동일하게 운용

자의 개입 없이 오로지 알고리즘만으로 바뀐 무인기 수

에 대한 대형이 재생성된다. 이를 통해 대형 형성 알고리

즘은 무인기 대 수 변화와 관계없이 대형 형성이 가능하

며 자율적으로 대형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2. Re-Swarm for a UAV removal

Fig. 13. Re-Aligning for a UAV addition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Swarm 대형, 뱅크 정렬 대형, 대형의 

병진 및 회전 운동으로 구성된 분산 제어 방식의 대형 

형성 알고리즘을 구성하였다. 먼저 군집 형성 알고리즘에

서 무인기 간 상대거리에 대한 2차 진동 특성을 분석하

였으며 이를 통한 Parameter Tuning을 통해 대형 형성 

알고리즘을 설계하였다. 또한 군집 형성 알고리즘에서 간

단히 새로운 기준거리를 도입하는 것으로 정렬 대형을 

구성함으로써 두 대형의 형성과 전환이 용이하도록 하였

다. 본 연구인 대형 형성 알고리즘에서 대형 구성과 운동

을 포함한 최종 가속도 제어명령은 속력과 헤딩각으로의 

변환되었으며, 이를 통해 실제 무인기 시스템에서의 구현

이 가능한 형태가 되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대형 형성과 

대형 운동을 결합한 여러 비행 모드의 구현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대형에서 일부 무인기 소실 및 추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형 형성 알고리즘이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명령 없이 자율적으로 대형 형성이 가능

하며 무인기 대 수에 대한 확장성을 지님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알고리즘은 운용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다

양한 비행 모드 사이를 쉽게 전환하며 넓은 영역에서의 

탐색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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