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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valuation of Conflict detection and Resolution Algorithms require the use of

analytical that describe encounter flight safety and the costs and benefits of optimization

maneuver. A number of such algorithms have been applied in the past to the free flight.

Each algorithm has benefits and limitations, and flight safety may be facilitated by

combining the best features of various techniques. This paper studied a summary of conflict

detection and resolution algorithm approaches. Algorithm techniques are categorized and the

fundamental assumptions, capabilities, and limitations of each approach are described. The

Algorithms are evaluated and compared based on their applicability to free flight airspace

conflict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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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국의 자유로운 영공사용과 항공노선의 확대

욕망 등이 자유비행(Free Flight)의 개념으로 표

출되었으며. 자유비행은 더 효율적인 경로에 대

한 가능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항공기 연료절감과

대기오염 감소, 운항비용 및 항공교통관제 의존

을 축소시킬 수 가장 큰 대안으로 자리 잡았다.

항공기 분리보증(Separation Assurance)의 문제

는 자유비행을 위한 주요 핵심 요구사항(Key

Requirements)으로 국내외의 수행된 여러 연구결

과로부터 자유비행을 위한 항공기 분리보증의 다

양한 알고리즘 및 최적화 기법을 얻을 수 있다.

새로운 항공교통관리 개념은 NextGen[1]과

SESAR[2] 연구결과에 따라 통신, 항법 및 감시기

술에서 상당한 발전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개념

은 고밀도 구역 공역운용을 포함하며 각 항공기

간 근거리 비행에서의 정확한 위치기반 시스템

(GPS) 및 자동화(Automation)에 의존한다. 이러

한 시스템 중 하나가 실패하면,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백업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 공역

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항공기간의 최소

분리거리가 항상 유지되어야 하며, 항공기간의

최소분리간격은 각 항공기의 수평비행계획에서

회피초기반경, 수직차원에서는 비행고도(flight

levels)로 주어진다. 두 항공기간 충돌 또는 안전

공역을 유지할 수 없을 때, 항공기는 안전을 유

지할 수 없으며, 자유비행 공역에서는 충돌로 간

주된다.[3] 항공기 충돌회피 및 탐지분야는 자유

비행의 중요한 연구 분야로 앞으로는 ADS-B를

활용한 항공관제기관(ATC)과 조종사(Pilot)간의

비행 안전성 보장뿐만 아니라 공역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항공기 분리보증을 위한 위임권한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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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충돌회피 알고리즘 분류

본 논문에서는 충돌 감지 및 해결을 수행하기

위한 10가지의 충돌회피 기법들을 소개하고 각각

의 유도 제어방법 및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구체

적으로 특정 모델을 추천하지 않고, 각 방법의

장점과 단점에서 고려되어야 일반적인 문제를 식

별하였으며, 충돌감지 및 회피를 위한 프로세스

에 대하여 포괄적인 프레임 워크와 평가모형의

분류체계 및 접근방법을 기술하였다.

2.2 최적제어(Optimal Control) 기법

최적제어 기법은 특정조건에서 최적제어문제가

충족 되었는지 혹은 특정시스템에 대한 제어법칙

과 최적제어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최소

비용 및 제어변수의 경로문제를 다루는 미분 방

정식의 집합으로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제어계가 Feedback에 따라 목표수준의 제

어량에 근접하도록 특정 평가기준에 입력 값을

가공하여 출력을 목적으로 근사치 결과를 추출하

는 방법으로 비용 효율성(cost efficiency), 효과

성, 손실 등 최적화 목적에 적용된다. 이를 항공

기 충돌회피 부문에 응용하면, 이동하는 항공기

에 적용 시 비행 동력학적 특성과 장애물 또는

침입기의 특성을 알고 있을 때 이들 특성을 구속

조건으로 하고 주어진 성능 함수를 최적화하는

방법으로 제어법칙은 다음과 같다.[5][6][7]

는 상태계, 는 제어계이고 는 시간으

로  초기시간,  최종시간으로 표현된다. 는

최종비용, 은 Lagrangian으로 정의된다. 이에

따라 최소 연속시간 비용함수( )는

     



  (1)

이고, 최소 연속시간 비용함수에서 최초 동적제약

조건은 식(2)와 같다.

   (2)

경로제약조건은

 ≤  (3)

시스템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4)

2.3 포텐셜 필드(Potential field) 기법

포텐셜 필드기법은 장애물과 거리에 따른 가상

필드를 구성하여, 장애물을 회피하고 경로를 탐

색하는 기법이다. 이는 목표점으로는 빨아들이고

위협이나 장애물과 같이 비행제한을 받는 구역에

대해서는 밀어내는 가상의 필드를 상정하여 비행

경로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이때의 비행체는 필

드위에서의 유체의 흐름과 같은 방법으로 움직이

게 된다. 포텐셜 필드 제어법칙은 다음과 같

다.[8]

초기위치     , 최종위치    이

며 거리는 다음과 같다.

    

∥ ∥ (5)

필드에 생성된 위치는 식(5)(6)으로 표현되며

     ∇        (6)

두 항공기간의 반발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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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는 두 항공기 간의 거리,   영향범위이다.

    ∇   이고 (8)

식(5)(6)(7)(8)에 의해 두 항공기간의 충돌회피는

    ±








   



    



 (9)

이며, 동역학적 제어모델은 다음과 같다.

 ║    ║

    




            (10)

Fig 1. 포텐셜 필드 유도제어 기법[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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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포스 필드(Force fields) 기법

자기장에서 자성을 띤 물체가 이동을 하게 되면

극성에 따라 인력 또는 척력을 받게된다. 포스필

드 알고리즘은 인위적인 포텐셜 필드를 목적점과

장애물에 부여하여 목적점에서는 인위적인 인력

이 발생하도록 하고, 장애물에서는 인위적인 척

력이 이동물체에 작용하도록 한다.

Fig 2. 포스 필드기법[10]

이는 이동물체가 장애물을 피하면서 목적점에 이

르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개념은 가상의 인력을

목표점으로부터 발생시키고 장애물로부터는 가상

의 척력을 작용시켜 합력 방향으로 이동하게 하

는 것이다. 장애물에 기록된 셀로부터 항공기에

작용하는 반발력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11)

 : 장애물 위치

 : 반발력

 : 장애물위치와 항공기 간의

상대거리

  : 항공기 현재위치

  : 항공기 최종위치

항공기가 장애물로 향하고 회피 후 반발력의

크기를 줄여주는 것은 다음과 같다.

cos   

 
(12)


′  cos (13)

 : 가중치

 : 축과 축의 속도벡터

 : 축과 축에 대한 반발력의 합

포스필드 기법은 간단하면서도 구현하기 쉬운 장

점이 있지만 좁은 통로에서 발생하는 지그재그

현상이나 지역 국소점(Local Minima)에 빠지는

것과 동역학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방향

조향성을 가진 개체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려운 단

점이 있다.[11][12][13]

2.5 모델예측제어(Model prediction control) 기법

충돌탐지 및 회피기법의 한 방법으로 모델예측

제어 기법을 들 수 있다. 이 기법은 제어대상의

수학적 미분방정식 혹은 이산시간에서의 지배방

정식을 기반으로, 유한한 미래구간 상에서의 시

스템의 출력을 변수로 하고 'Cost function'을 최

소화 하는 제어입력을 찾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

다. 그러한 제어입력의 계산은 수학적 최적화를

요구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절차는 많은 계산량

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전에는

sampling time이 긴 화학공정 제어에서 주로 사

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컴퓨터 기술의 진보로 비

교적 응답시간이 빠른 동역학 시스템에서의 적용

이 가능하게 되었다. MPC 기법의 공식전개는 이

산시간공간에서의 지배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다음

과 같이 표현된다.

   (14)

이고, 유한한 N-스탭에 걸쳐진 제어입력은 식

(15)(16)과 같다.

∗


(15)

∗


 argmin






(16)

위에서 비용함수(cost function)은 다음과 같으며,

  

 




(17)

각 대역은 추종성능, 장애물 회피, 상태변수의 포

화방지, 제어입력의 제한을 나타내며, 그 정의는

식(18)(19)(20)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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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예측제어는 제어대상의 수학적 미분방정식이

나 이상시간에서의 지배방정식을 기반으로 유한

한 미래구간 상에서의 시스템의 출력을 변수로

하는 비용함수를 최소화 하는 제어입력을 찾는

최적화 기법이다.[14]

2.6 RRT(Rapidly exploring Random Tree) 기법

RRT 알고리즘은 새로운 경로에 대해 효과적으

로 최적의 해를 구할 수 있으며, 알고리즘 구현

속도가 빠르고, 높은 차원 공간 탐색도 가능하도

록 알고리즘 설계가 가능하며, 간단한 조건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경로 생성 및 확장

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복수의 경로에

대해 단수의 경로와 다를 바가 없으며, 경로길이

가 길어질수록 연산시간 증가한다. 또 최적의 해

를 찾지 못할 수도 있으며, 찾은 경로에 대해서

도 더 효율적인 경로로의 수정은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15][16][17][18]

Fig 3. RRT 경로확장법[15]

2.7 유전 알고리즘(Genentic Algorithm) 기법

유전 알고리즘은 자연세계의 진화과정에 기초한

계산 모델로서 John Holland에 의해서 1975년에

개발된 전역적(Global)인 최적화 알고리즘이다.

유전 알고리즘은 자연 선택의 원리와 자연계의

생물 유전학에 기본 이론을 두며 병렬적이고 전

역적인 탐색 알고리즘으로서, 모든 생물은 주어

진 다양한 환경 속에 적응함으로써 살아남는다는

Darwin의 적자생존(Survival of the fittest)의 이

론을 기본개념으로 한다. 유전 알고리즘은 자연

과학, 공학 및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비선형 또

는 계산 불가능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널

리 응용되고 있다. 유전 알고리즘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가능한 해들을 정해진 형태의 자료

구조로 표현한 다음 이들을 점차적으로 변형함으

로써 점점 더 좋은 해들을 만들어 낸다. 이는 미

지의 해를 갖는 함수 를 최적화하는 해

를 찾는 모의진화(Simulated evolution)형 탐색

알고리즘이다. 최근에 생물의 진화과정, 즉 자연

선별과 유전법칙 등을 모방한 진화 알고리즘으로

진화전략(Evolution strategies), 유전 프로그래밍

(Genetic programming) 등 여러 형태의 이론과

기법들이 현재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유전알고

리즘은 파라미터 자체가 아닌 파라미터 집합에

기반을 두어 탐색하며 결정론적 규칙이 아닌 확

률에 기반을 둔 연산자를 이용한다. 유전알고리

즘의 장점은 탐색공간에 대한 정보가 없고 특성

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도 적용가능하며, 탐색

공간에 대해 연속성이나 미분가능성 등의 최적화

함수의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단지 적함도 함

수 값만을 사용하여 알고리즘이 단순하고, 찾은

경로에서 더 좋은 상황으로의 경로수정도 가능하

다. 또 병렬처리가 가능하며 전역적인 최적해를

구할 가능성이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알고리즘 연산시간이 매울 길고,

고려해야할 복잡한 변수들이 존재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19][20][21][22]

2.8 기하학적최적화(Geometric optimization) 기법

기하학적 최적화 알고리즘은 주어진 경로점 등

을 계산하는 경로추정이 필요한 반면, 알고리즘

이 간단하여 계산속도가 빠르고, 추종 불가능한

비행궤적 생성이 가능하며 다양한 강등조건에서

의 알고리즘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

지만 비행 역학적 특성 및 다양한 구속조건의 구

현이 일부 제한되는 단점이 있다. 기하학적 알고

리즘의 충돌탐지 및 회피에 관한 항공기 유도 제

어법칙은 다음과 같다. 반경 를 가진 침입기

(Intruder)에 대한 원형 보호구역이 정의되며 이

보호구역을 이용하여, 소유기(Ownship)가 침입기

를 향하여 이동할 때 충돌을 다음과 같이 탐지할

수 있다.

 ≤ 이고  (21)

가장 가까운 접근 지점에서의 분리거리  이고

  (22)

거리변화율은

   (23)

상대 진로각은

  (24)

상대 속도 진로각은



한국항공운항학회 자유비행 충돌회피 알고리즘 비교분석 87

 arctancoscos
sinsin  (25)

상대 거리 방위각은

  arctan
  (26)

충돌이 탐지된 항공기는 충돌회피를 위한 최적기

동을 수행하며, 두 항공기간의 회피기동은 다음

과 같다. 두 항공기간의 충돌은 다음의 에 대

한 상대각 를 변화시킴으로써 회피된다.

 ± arcsin
  (27)

식(27)의 두 가지 해중에서 에서부터 까지

가장 작은 변경을 요구하는 해가 보통 선택된다.

이 변경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의 기동에 대해 같

은 크기라면, 다른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다. 식

(25) 및 (27)에 기초한 회피를 위한 상대 속도

진로각은 다음과 같다.

    arctancos cos
sin sin  (28)

식(28)에서 소유기의 회피속도 와 진로각

 침입기의 회피속도  와 진로각 가 미

지수이다. 해법은 소유기와 침입기 사이의 상대

진로각 의 요구된 변경을 분할하는 것

이며 과 가 각 항공기에 할당된 상대 진로각

변경의 부분이라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된다.

 ․ (29)

 ․ (30)

여기에서

  (31)

두 항공기간에 50%대 50% 분리에 해당하는 초

기 설정값은    이다. 그러므로 식(28)

과 식(29) 또는 (30) 중의 하나를 함께 사용하면

식 (32) 및 (33)을 얻는다.

  arctancos cos
sin sin  (32)

  arctancos cos
sin sin  (33)

따라서 진로각을 이용한 회피 기동은 다음과 같다.

 



sin

sin 


 (34)

 arcsin
 sin (35)

기하학적으로 최적(해당 항공기의 속력벡터 변경

에 요구되는 최소치)인 기동들은 식(36)(37)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arctan

sin

sin 


 (36)

 



cos

cos 


 (37)

[23][24][25]

2.9 비행역학적(Flight dynamic) 기법

비행 역학적 방법은 비행체 모델 및 구속요건을

만족하는 비행궤적과 제어입력을 계산 비교적 항

공기의 정확도내에서 신뢰성 있는 추종 가능한

궤적을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시간

최적화 요구되며, 알고리즘 계산량이 많고, 최적

성의 보장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3차원 항공기

의 위치는     이고, 는 진대기 속도를 나

타낸다. 항공기 질량은  , flight path angle은

, heading angle은 , 선회각은 이다. 항공기

비행역학에 따른 제어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다.[26]






















 =






cos
cos




coscos







항공기 제어를 위한 각각의 상태입력 변수의 제

약조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inmax ∈minmax 
∈minmax  ∈minmax  ∈minmax 

Fig 4. 안정좌표계(항공기 운동)[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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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CARA(Collision Avoidance Rules

of the air Algorithms) 기법

ICAO ANNEX 2. FAR 91.13에서는 모든 항공기

조종사는 충돌방지를 위한 경계 및 회피기동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진로규칙과 비행방법을 정의하였다.

항공기가 동일한 방향에서 접근, 추월 시는 진로

규칙(Rules of the Air) 충돌회피(Collision Avoidance)에

따라 탐지 및 회피하여야 하며 항공기가 동일한

지점으로 접근해 오거나 추월 시에는 진로의 우

선규칙에 따라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전방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

항공기 위나 아래 또는 앞으로 추월해서는 안된다.[27]

Fig 5. CARA 충돌회피 기법

2.11 충돌회피 알고리즘 분석

충돌회피 알고리즘은 완전성(Completeness),

최적화(Optimality) 측면, 알고리즘 해법의 복잡

성(Computational complexity) 알고리즘 확장성

(Scalability) 등 네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완전성은 방법도출과 Feedback을 통해 조종사가

인지하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최적성

은 결정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가장 적합한 최

적경로를 선정하는 능력을 말한다. 알고리즘의

복잡성은 문제해결을 위해 발생되는 알고리즘 구

현 시간을 나타내고, 이로 인하여 실시간(Real

Time) 사용 및 적용가능여부가 결정된다. 확장성

은 다른 종류의 알고리즘과 확장가능성 및 용이

성을 말한다.

Fig 6. 충돌회피 알고리즘 비교

표 1. 충돌회피 알고리즘 분류

알고리즘 내용 비고

최적제어

(Optimal

Control)

최적화 문제에 해결에는

가장 우수하나, 알고리즘

이 복잡하며, 전역적인 최

적해의 보장은 불가

[5]

[6]

[7]

포텐셜필드

(Potetial field)

알고리즘이 단순하고 속

도가 빠르나, 이동장애물

등 다양한 제약조건에서

의 적용에는 일부 한계

[8]

[9]

포스필드

(Force fields)

알고리즘 구현이 용이하고,

속도가 빠르나, 동역학, 방

향성 등 미 고려 시 항공기

조향성 적용에 한계

[10]

[11]

[12]

[13]

모델예측제어

(MPC)

Cost Function의 최적화 모델

설정가능, 효율성 높으나

응답시간이 빠른 동역학

시스템에서 일부제한

[14]

RRT

(Rapidly

exploring

Random

Tree)

경로확장성과 알고리즘

구현속도가 빠르나, 확장

성 측면에서 일부한계, 경로

연장 시 연산시간 증가

[15]

[16]

[17]

[18]

유전알고리즘

(Genetic

algorithm)

알고리즘 최적화 우수하나

알고리즘 구현시간이 길며,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함

[19]

[20]

[21]

[22]

기하학적

최적화

(Geometric

optimization)

알고리즘 구현속도가 빠르고,

추종 불가능 궤도 생성가능

하지만 비행역학적 특성구현

의 일부한계, 구속조건 제한

[23]

[24]

[25]

비행역학

(Flight

dynamic)

정확성, 신뢰성 추종가능

실시간 최적화 애로 ,

최적성에 대한 보장없음

[26]

Fig 6에서는 충돌회피 알고리즘 4가지 고려요소

를 바탕으로 각 알고리즘 기법의 장단점을 비교

하였다. 알고리즘 기법론에 있어서는 전형적인

기하학적 최적화 기법, 항공기의 비행 역학적 특

성 및 각종 제약조건을 고려하는 방법, 최적제어

기법 및 모델예측제어기법등을 들 수 있으며 이

외의 방법으로 신경회로망(neural network) 알고

리즘, 게임이론(game theory), 그래프 이론(graph

theory) 등의 기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알고

리즘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상당한 시간 및 공

간이산기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적용 시에는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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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자유비행을 위한 주요 핵심요구

사항인 충돌회피 알고리즘의 선행연구 내용과 적

용 시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개

이상의 알고리즘 대조군을 설정하여 상호 비교하

는 성능측정 연구(포텐셜 필드와 자율형 운항 알

고리즘 : 추후 제안)와 자유비행공역 운항 시 충

돌회피 알고리즘과 충돌회피 후 경로점(항로) 복

귀에 관한 문제, 그리고 감지거리 및 항공기 선

회각 적용에 따라 파생되는 효율성 측면에서의

후속연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Fig 7, 8, 9 참조]

Fig 7 자율형 운항알고리즘 아키텍쳐 설계

Fig 8. 충돌회피 알고리즘 적용(90°조우)

Fig 9. 충돌회피 알고리즘 적용(45°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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