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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무인항공기 기술과 관련 산업의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다양한 용도에 사

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비행 공역을 확장하여 기존 유인항공기의 

기능을 수행 또는 대체하고자 하는 연구도 포함

된다. 하지만 공역을 확장하여 운용하기 위해서

는 실제 항공기가 가지는 충돌회피 기능과 동등

한 수준의 성능이 요구되고, 이에 따른 규정이 

제정되고 있다[1].

유인항공기의 충돌회피 기술은 1950년 초부터 

시작된 항공 운송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항공기 

간의 공중충돌(Mid Air Collision, MAC)을 방지

하고자 개발되었고, ATC(Air Traffic Control) 관

제, TCAS(Traffic Collision Avoidance System),
조종사의 ‘See-and-Avoid’에 의한 회피 규정이 

수립되어 있다[2].
무인항공기의 경우 ATC관제와 소통할 절차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고, 대형 유인항공기에 의

무장착되는 TCAS는 가격, 중량, 성능 면에서 직

접적인 적용이 어렵다. 이로 인해 무인항공기의 

충돌회피 기술은 조종사의 ‘See-and-Avoid’와 유

사한 개념의 센서를 이용한 탐지 기반의 

‘Sense-and-Avoid’ 혹은 ‘Detect- and-Avoid’ 방

식을 채택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3-4].
무인항공기가 공중 침입기를 탐지하기 위한 

방식은 크게 TCAS, ADS-B(Automatic
Dependant Surveillance Broadcast)등을 이용한 

협업적 방식과 Radar, Lidar, 영상센서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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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방식이 있고, 주로 소형화, 경량화 할 수 

있는 ADS-B, 영상센서를 이용한 방식이 고려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DS-B와 영상센서를 장착한 

무인항공기를 고려하였고, ADS-B 장착 침입기는 

송수신기의 수신 데이터를 사용하고 이를 미장착

한 침입기는 영상센서를 통한 탐지 결과를 사용

하여 충돌위험을 탐지하고 회피하는 시스템을 고

려하였다.
해당 센서 구성에 의한 충돌회피 시스템은 침

입기의 탐지 측정값을 이용한 목표물 추적 기술

과 해당 목표물에 대한 충돌위험을 판단하고 회

피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추적 기술은 다수 센서,
다수 목표물 환경에서 다양한 기법들이 연구되었

고, 그중 대표적으로 Nearest Neighbor,
Probabilistic Data Association, Multiple
Hypothesis 등의 여러 방법들이 제안되었다[5].
데이터 융합의 경우 구조적으로 중앙집중형, 분

산형, 연합형 데이터 융합 구조가 연구되었다[6].
항공기의 충돌회피 기술도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고, 기동 방식에 따라 크게 미리 지정된 

기동, 역장에 의한 기동, 최적화된 기동으로 분류

될 수 있다[7,8]. 다양한 충돌회피 방식 중 최근

접점을 이용한 최적화된 충돌회피 방식은 일정한 

거리를 회피할 수 있고 다수의 침입기에 대해 회

피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9].
본 연구에서는 ADS-B와 영상센서를 장착한 

무인항공기의 침입기 추적 알고리즘으로 Global
Nearest Neighbor(GNN) 기반 매칭을 이용한 방

법을 고려하였고, 충돌회피 알고리즘으로 최근접

점 기하를 이용한 충돌위험 판단 및 회피 방법을 

고려하였다.
해당 알고리즘은 모델 기반 설계 도구인 

MATLAB/SIMULINK 환경에서 설계하였고, 설

계한 모델은 자동코드생성 기능을 이용하여 C
코드로 변환하여 충돌회피모듈에 탑재하였다.

설계된 모델은 수치시뮬레이션과 충돌회피모

듈을 이용한 Processor-in-the-Loop Simulation
(PILS) 환경에서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Ⅱ. 본 론

2.1 무인항공기 충돌회피 시스템

1.1 충돌회피 시스템 구성 및 운용 개념

무인항공기 충돌회피 시스템은 Fig. 1과 같이 

무인항공기에 탑재되는 ADS-B 탑재장비, 영상탐

지모듈, 충돌회피모듈, RF(Radio Frequency) 통

신장비로 구성된다.

Fig. 1 UAV collision avoidance system

무인항공기 충돌회피를 위한 운용은 기본적으

로 ADS-B 정보를 이용하여 주변의 침입기 유무

를 판단한다. 만약, 침입기가 ADS-B를 미장착 하

였거나 고장 난 경우에는 독립적인 침입기 탐지

방식으로 영상센서와 탐지모듈을 활용하여 침입

기 정보 획득을 보완한다.
각각의 센서로부터 획득한 침입기 정보를 바

탕으로 침입기 추적을 수행하게 되고, ADS-B와 

영상탐지모듈에서 동일한 침입기라고 판단되는 

정보는 데이터 융합을 통해 하나의 정보로 통합

한다. 획득한 침입기 정보를 바탕으로 충돌회피 

알고리즘에서 충돌위험 판단 및 충돌회피명령 생

성을 수행하여 무인항공기 비행제어컴퓨터에 해

당 정보를 전달하여 충돌회피를 수행한다.
추가로 충돌회피모듈에서 생성한 데이터는 지

상국에서 모니터링하고, 관련 설정신호 반영을 

위해 탑재통신장비를 통한 지상국과 데이터 송수

신을 수행한다.

2.1.2 침입기 정보 수신 장비

침입기 정보는 ADS-B 탑재장비와 카메라를 

이용하는 영상탐지모듈 장비로 수신한다.
ADS-B는 송수신기를 통해 침입기의 항법정보

를 수신하여 충돌회피모듈로 전달하고, 영상탐지

모듈은 무인항공기 양쪽 날개에 설치된 카메라의 

스테레오 영상을 통해 침입기의 항법정보를 획득

하여 충돌회피모듈로 전달한다.
본 연구에서는 ADS-B로부터 침입기의 위도,

경도, 고도, 수평속력, 수직속력, 헤딩각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영상탐지모듈로부터 NED(North
-East-Down) 좌표 기준의 침입기의 상대위치, 상

대속도를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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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충돌회피모듈

충돌회피모듈은 Fig. 2와 같이 DSP 보드를 이

용한 충돌회피컴퓨터, 무인항공기의 위치 및 자

세 정보를 위한 GPS와 INS의 항법 컴퓨터, GPS
안테나, 전원 관리를 위한 파워 보드로 구성된다.

Fig. 2 Components of the
collision avoidance
module

충돌회피모듈은 내부 GPS/INS 항법 컴퓨터를 

통해 항법정보를 수신 받고 ADS-B 탑재장비와 

영상탐지모듈로부터 침입기 정보를 수신 받으며 

무인기로 충돌회피명령을 지상국으로는 충돌회피 

관련 정보를 전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Fig. 3 Operational program of the
system

해당 기능을 위해 RS-232c를 이용한 시리얼통

신을 사용하고 충돌회피모듈 내부 프로그램은 

Fig. 3과 같이 통신포트와 전역변수를 초기화하

고 각자 정해진 주기에 따라 각 기능이 실행되도

록 구성하였다.

2.2 침입기 추적 기법 설계

2.2.1 이종 센서 침입기 추적 및 데이터 융합
기법

ADS-B와 영상탐지모듈은 서로 다른 주기마다 

수신값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정보에 

대한 침입기 추적 기법의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Fig. 4와 같이 각각의 센서에 대해 

추적 기능을 따로 구성하고 중앙에서 데이터융합

을 수행하는 분산형 구조를 바탕으로 추적 및 데

이터융합 기법을 설계하였다.

Fig. 4 Diagram of tracking and data fusion

설계한 추적 및 데이터융합 기법은 ADS-B와 

영상에 대한 각각의 Tracking, Time Update 기

능과 두 추적값에 대한 데이터 융합을 수행하는 

Data Fusion 기능으로 구성되고 각각의 기능은 

메인 프로세스 주기에 따라 실행된다.
Tracking과 Time Update 기능을 위해 각각의 

센서에 대해 N개의 침입기 추적 버퍼와 N개의 

버퍼 각각에 대해 측정값과의 매칭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사용하였다. 추적 버퍼는 

{Confirmed set, Tentative set}으로 나누어 추적 

신뢰성에 따라 확정값과 잠재값을 구분하는 방식

[10]을 사용하였고, 매칭 관련 파라미터 p1, p2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p1 = 연속 매칭 수, p2 = 연속 비매칭 수}
Tracking 기능은 매 주기마다 실행 된다. 이 

때, 센서의 측정값이 없을 때는 현재 추적 버퍼

의 상태값을 그대로 반환하고 추적 중인 버퍼값

의 p2를 증가시킨다. 측정값이 있을 때는 측정값

과 기존 추적 버퍼의 값을 비교하여 일치성이 판

단되는 측정값을 해당 추적 버퍼에 업데이트하고 

해당 버퍼의 p1을 증가시키고 p2의 초기화를 수

행한다. 측정값과 매칭되지 않는 추적 버퍼에 대

해서는 p1을 초기화하고 p2를 증가시킨다.
Time Update 기능은 매 주기마다 현재의 상

태값을 기준으로 프로세스 주기만큼 상태값을 외

삽하여 업데이트하고, p1 값의 조건에 따라 

Tentative set에서 Confirmed set으로 추적 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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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를 수행하고 p2 값의 조건에 따라 추적 

값의 삭제를 수행하도록 구성하였다.
Data Fusion에서는 ADS-B 추적 버퍼와 영상 

추적 버퍼의 일치성을 판단하여 일치하는 버퍼의 

상태값은 융합된 데이터값을 전달하고 일치하지 

않는 버퍼 상태값은 각각의 버퍼값을 전달하도록 

구성하였다.
Tracking, Time Update, 및 Data Fusion 기능

에 대한 Pseudo 코드를 Fig. 5~Fig. 7에 정리하

였다. 본 연구에서 Tracking을 위한 매칭과 데이

터융합을 위한 매칭은 Euclidean 거리를 이용한 

GNN 기반 매칭 기법을 사용하였다[10].

2.2.2 침입기 추적 모델 구성

제안된 침입기 추적 및 데이터 융합 기법은 

SIMULINK 환경에서 Fig. 8과 같이 모델링하였

다. ADS-B와 영상에 대한 추적 버퍼는 Data
Storage Memory 블록을 이용하였고 코드 생성 

시 전역변수로 생성하도록 설정하였다. 각각의 

센서에 대한 Tracking, Time Update 기능과 

Data Fusion 기능은 MATLAB function 블록을 

이용하여 Fig. 5~Fig. 7의 Pseudo 코드를 적용하

여 스크립트를 구성하였다.

Fig. 5 Pseudo code of Tracking

Fig. 6 Pseudo code of Time_Update

Fig. 7 Pseudo code of Data_Fusion

Fig. 8 SIMULINK model of tracking
and data fusion

2.3 충돌회피 기법 설계

2.3.1 충돌회피 파라미터 설정

ROA(Rules-of-the-Air)[11]를 고려한 무인항공

기의 충돌회피를 위해 Near miss 수평거리 500ft
(152.4m) 이상을 유지하는 수평충돌회피 상황을 

고려하였다. 이에 대한 충돌회피 한계값을 정의

하여 침입기의 상태가 이를 침범할 때 회피를 수

행하도록 파라미터를 설정하였다.
무인항공기가 수평 선회로 충돌위험을 벗어나

는 시나리오에 대해 Fig. 9와 같은 안전반경을 

침범하지 않고 회피하는 충돌회피 기하를 고려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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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Geometry of a
circular region
avoidance

무인항공기 선회 비행 시의 속력과 수평 각속

도를 , 이라 하면, 무인항공기가 특정 위치를 

만큼의 거리를 두고 회피하기 위한 최소거리 

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tan (1)

 


tan

 

(2)

  (3)
여기에서 는 중력가속도, 는 무인항공기 롤

각이다.
회피를 위한 최소거리  는 무인항공기의 속

력이 증가하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관계를 가진

다. 최소거리  를 무인항공기 속력으로 나누면 

Fig. 10과 같이 제한된 값의 범위를 가지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회피를 위해 필요한 최소시간을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평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충돌

회피 한계값은 시간조건으로 설정하였고, 이 조

건은 위의 충돌회피를 위한 최소시간과 Fig. 10
을 고려하여 18초로 설정하였다. 무인기와 침입

기 사이가 가장 근접하기까지의 시간 또는 상대

거리에 속력을 나눈 값이 한계값 범위인 18초보

다 작아지면 충돌회피를 수행하도록 구성하였다.

2.3.2 최근접점 기하 기반 위험판단 기법

무인항공기의 충돌위험 판단 및 충돌회피 기

법은 Fig. 11과 같은 최근접점(Closest-Point-of-
Approach, CPA) 기하 기반 충돌회피 기법을 고

려하였다. 최근접점 기하는 무인항공기와 침입기

의 위치와 속도를 바탕으로 충돌상황을 분석하고 

해석적인 충돌회피 솔루션을 획득할 수 있다[9,
12].

Fig. 10 Time-based collision avoidance
threshold

Fig. 11 Geometry of CPA

무인항공기의 수평 위치와 속도를 r, V 침입

기의 수평 위치와 속도를 r, V 로 정의하고 상

대위치를 r≡rr, 상대속도를 V≡VV, 상

대거리를 ≡∥r∥ 로 정의하면, 무인항공기와 

침입기의 수평 최근접시간  과 최근접점 

r, r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VTV

r
TV

(4)

r  rV (5)

r  rV (6)

최근접점 기하에 의하면 무인항공기와 침입기

가 가장 근접했을 때의 거리가 Near miss를 위

한 거리보다 작은 경우 충돌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여기에 충돌회피 한계값을 침범

할 때 충돌회피를 수행하도록 구성하기 위해서 

Table 1의 조건으로 충돌위험 판단을 구성하였

다. 여기에서 CA_R은 Near miss 거리에 측정오

차에 의한 마진을 추가하여 170m, CA_t는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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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 한계값 18초로 정의하였고, 는 최근접

점에서의 침입기의 상대거리로 정의하였다.

Decision Condition
Approach >0

CA_path_in
(<=CA_R or

<=CA_R)

CA_threshold_in

( (<=CA_t or

<=CA_t) and
CA_path_in==1)

CA_maneuver
(Approach==1 and
CA_threshold_in==1)

Table 1 Decision conditions for collision
avoidance

2.3.3 충돌회피 해

무인항공기의 충돌회피는 최근접점 기하를 바

탕으로 침입기의 시선각 방향으로 좌표변환을 한 

원뿔방정식으로부터 해를 구하였다[9, 12].
시선각 좌표축 기준으로 현재 상대위치는 

r  이고, 무인항공기의 충돌회피 솔루션 

속도벡터를 V
 , 침입기의 현재 속도벡터를 

V≡ 로 하면 V
 는 아래와 같다.

V
 V



±



 (7)

여기서 ≡  이고, 원뿔 형태의 

기하에 따라 가 양수일 때는 우측, 음수일때는 

좌측으로 회피방향이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ROA의 우측 회피를 준용하여 우측 방향인 

를 선택하여 충돌회피 솔루션을 구하였다.
무인항공기 기준속력을  , 침입기의 속력을 

로 정의하면 는 다음 이차방정식의 양수인 

해를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충돌

회피 솔루션 속도벡터를 얻을 수 있다.




  (8)

충돌회피 방향 은 V
 의 x성분 속도 

Vx
 와 y성분 속도 Vy

 의 arctan 각도에 

침입기의 시선각 각도 를 더하여 구할 수 

있다.

 atanVy
 Vx

  (9)

이를 바탕으로 충돌위험 판단 및 충돌회피명

령 생성 알고리즘을 구성하였고, 해당 알고리즘

은 Fig. 12에 Pseudo 코드로 정리하였다.

Fig. 12 Pseudo code of Collision_
Detection_Avoidance

2.3.4 충돌회피 모델 구성

제안된 충돌회피 알고리즘은 SIMULINK 환경

에서 Fig. 13과 같이 모델링하였다. 충돌회피 파

라미터와 침입기 항법 정보, 충돌회피 무인기 항

법정보를 입력으로 받고 MATLAB function 블

록에서 알고리즘 연산을 수행하여 위험 존재 및 

충돌회피 명령을 출력하는 구조로 구성하였다.
설계된 충돌회피 알고리즘 모델은 침입기 추

적 및 융합 모델과 통합하여 Fig. 14와 같이 구

성하였고, 입출력 단위를 맞춰 통합모델 자체를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함수로 실행되도록 하였다.

Fig. 13 SIMULINK model of collision
avo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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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SIMULINK model of integrated
collision avoidance system

2.4 수치 시뮬레이션 및 PILS 실험

2.4.1 수치 시뮬레이션

설계된 추적, 데이터 융합, 충돌회피 알고리즘

을 검증하기 위해 무인항공기와 침입기의 움직임

을 모사한 수치 시뮬레이션 환경을 Fig. 15와 같

이  구성하였다.
무인항공기와 침입기의 운동모델은 질점모델

을 가정하였고, 침입기가 무인항공기의 정면과 

측면에서 접근하는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

행하였다.

Fig. 15 Environment of Numerical
Simulation

침입기가 정면과 측면에서 동시에 접근하는 

상황에 대해 Fig. 16을 통해 침입기 추적 결과와 

무인항공기의 충돌회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에서 데이터융합 정보는 영상과 ADS-B가 융

합된 경우만을 표시하였다. 시뮬레이션에서 침입

기와 무인항공기 사이의 최소 거리는 169.05m로 

CA_R 값 170m에 근접함을 확인할 수 있다.

2.4.2 PILS 실험

PILS 실험을 위해 무인항공기와 침입기의 항

법정보를 모사하여 GPS/INS, ADS-B, 영상탐지

모듈 신호를 충돌회피모듈로 전달하고, 충돌회피

모듈의 충돌회피명령을 무인항공기의 운동에 반

영하고 관련 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실험 

환경을 Fig. 17과 같이 구성하였다. 해당 환경은 

충돌회피모듈을 위한 5채널의 RS-232c 통신 인터

페이스를 구현하여 ADS-B, 영상탐지모듈, GPS/
INS, 무인항공기, 지상국 정보를 송수신한다.

무인항공기와 침입기의 운동모델은 질점모델

로 구현하였고, 무인항공기가 진행하는 방향 기

준으로 침입기가 접근하는 시나리오를 생성하여 

충돌회피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해당 시뮬레이션 환경으로 수행한 침입기 회

피 결과는 Fig. 18과 같고, 접근하는 침입기를 우

측으로 회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Fig. 17 PILS with Collision
avoidance Module
Environment

Fig. 16 Tracking/Data Fusion/Collision
Avoidance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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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A collision avoidance
result of PILS test

Ⅲ. 결 론

본 연구는 무인항공기의 공중충돌 방지를 위

해 ADS-B와 영상센서를 이용한 충돌회피 시스템

을 모델기반 설계 도구 MATLAB/SIMULINK를 

사용하여 설계하였다. 제안된 충돌회피 시스템은 

이종 센서 기반 추적 및 데이터 융합 기술을 통

해 침입기를 추적하고, Near miss 거리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충돌위험 판단 및 충돌회피 기술

을 통해 도출된 충돌회피명령을 무인항공기에 전

달한다. 설계된 충돌회피 시스템은 수치 시뮬레

이션 및 PILS 환경에서의 시뮬레이션으로 유효

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다양

한 시나리오에 대한 실험 및 구성품 통합 비행시

험을 수행하여 설계된 시스템의 검증을 수행할 

계획이다.

후 기

본 연구는 산업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ADS-B기반 무인항공기 충돌회피시스템 개

발”(10059035)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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