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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비행체가 주어진 임무를 가지고 비행할 때, 정확한 위

치로 비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하다. 그 중

에서 특히 종말단계에는 영상처리를 통해 비행체가 현재

의 스스로의 위치와 방향정보를 계산하기 위해 미리 알

고 있는 3차원 모델을 탐색기 영상 안에서 포착, 추적하

는 기술이 많이 사용된다. 여기서 사용되는 3차원 모델은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모델링한 3차원 모델과 비행체가 

추적하고 최종적으로 진입하는 목적이 될 목표점의 위치

정보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종래에는 사용자가 3차원 모델을 생성하는 시점에 목

표점도 선정하였으며, 목표점의 위치는 모델링을 수행하

는 사용자의 경험이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전체 비행계획 단계(Figure 1)에서 봤을 때, 모

델링이 종료 된 후에 비행경로를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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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proposes an automatic generation system of aimpoints with considering 3D target shapes and 

CEP(circular error probability) values after determining a target and an azimuth value. In the past, users decided 

aimpoints manually based on experience or just chose a middle point of the 3D model. Futhermore, it was not 

possible to select a proper position with consideration of azimuth because users should decide aimpoints before 

the azimuth value was determined. To solve this problem, this research provides a automatic system to compute 

proper aimpoints with 3D target shapes, azimuth values and CEP. This article contains the explanation of 3 steps 

for generating aimpoints automatically: first, generating a reference plane and candidate entry points, then 

computing scores of each entry points and finally determining an aimpoint from the entry point with the highest 

score. Users can easily determine a final aimpoint with high probability of success using thi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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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비행체의 목표지와 진입방향이 정해졌을 때, 목표지점 3차원 모델의 형상과 비행체의 원형공산오차를 고려하여 

최종 목표점을 자동으로 생성해 내는 기법에 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목표점을 사용자가 경험에 의존하여 선정하거나 단순히 

중심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았고, 진입방향이 정해지기 전 선정하였기 때문에 최적의 위치를 선정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

는 진입방향이 결정된 후 자동으로 목표점을 생성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기법은 크게 참조면 및 진입 후보

점을 생성하는 단계, 각 진입 후보점의 점수를 계산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최종 목표점을 계산하는 총 3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문에서는 각 단계에 대한 설명과 다양한 테스트케이스를 이용한 실험 결과를 기술한다. 본 연구를 통해 사용자는 

비행체가 정상진입이 가능할 확률이 높은 목표점을 손쉽게 확인 및 적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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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어 비행체가 목표점에 진입하게 되는 방향은 모델

링이 종료된 후, 즉 목표점 선정이 끝난 이후에 결정되게 

된다. 따라서 사전에 선정된 목표점이 후에 결정된 진입

방향에서는 효율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Fig. 1. Process of Flight Plan

첫째로, 진입방향에 따라 3차원 모델의 가시 면적이 

달라지게 된다. 만약 3차원 모델에서 상면 중심을 목표점

으로 채택했다고 하더라도 오차에 의해서 모델을 벗어나

게 될 확률이 존재하는데, 이는 같은 공산오차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시면적에 따라, 즉 진입방향에 따라 

모델을 벗어날 확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Figure 

2). 이와 같이 진입방향이 결정되기 전에는 목표점을 생

성하면 최적의 위치를 찾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로, 진입면과 진입벡터가 이루는 각도가 낮을 때, 

충돌표면에서 정상적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리코셰(ricochet)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Figure 3). 리코셰란 움직이는 물

체가 다른 표면에 충돌한 후 다른 각도로 꺾여서 날아가

는 것을 말한다(Oxford, 2019). 리코셰가 일어나는 상황

은 충돌표면의 재질이나 모양, 동체의 속도와도 연관이 

있으나, 충돌각이 저각일 경우 큰 확률로 일어난다. 충돌

각은 진입방향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3차원 모델의 충

돌 표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복잡한 모델일수록 충

돌표면에 대한 충돌각 고려가 필수적이다.

Fig. 2. Different projections in different angles

Fig. 3. Ricochet occurred on a low angle (dashed line)

본 연구에서는 위 두 가지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기존에는 주로 비행체의 정확도와 그 오차 요인들을 

시뮬레이션하거나 사후 분석하는 연구가 많았다. 무장 투

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기술하고 정확도에 

반영, 평가 하는 연구(Jo et al., 2007)라거나 사격 오류 

요소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세밀한 오류 요인 분석 

모델을 제시하는 연구(Kim et al., 2011)가 그 예이다. 

본 연구의 1장에서 언급했듯이 비행체는 목표점을 중

심으로 원형공산오차 내의 다른 위치로 도달할 수 있고, 

진입각도에 따라서 목표를 벗어날 가능성도 고려해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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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목표점 주변의 파괴효과 분석

에 대한 연구(Park et al., 2015)도 존재했는데, 이 연구는 

무기효과 평가를 위하여 파괴 확률 및 유효파괴면적 등

과 더불어 원형공산오차와 입사각, 표적의 높이 등을 고

려하여 파괴 효과를 계산하였다. 무기효과분석에 관한 연

구이지만 원형공산오차와 입사각, 표적의 모양 등이 임무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본 

연구와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소수이지만 비행체의 세부목표를 설정하는 연구들도 

있었다. 무인전투기를 위한 일대일 근접 교전 상황에서 

가상의 추적점을 기반으로 하여 공중 교전 유도를 가능

하게 하는 연구(You and Shim, 2014)가 한 예이다. 본 

연구와는 목표와 배경 모두 상이하지만, 한 개의 추적점

을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계산, 설정하여 비행체의 임무 

성공률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연구로는 비행체의 목표점을 계층적 분석 방법을 

통해서 결정하는 연구(Zhu and Li, 2008)가 있었다. Zhu

의 연구는 큰 목표 건물이 존재할 때 그 안에 여러 개의 

방이 있고 각 방들이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커뮤니케이

션을 한다고 가정하면, 어느 방을 우선적으로 목표로 삼

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연구이다. Zhu의 연구에서 목표

점의 개념은 본 연구와 달리 특정 좌표가 아니라 특정 방

을 의미하지만,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 3차원 목표 내 특

정 위치를 목표점으로 선정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유

사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와 가장 흡사한 기존 연구로, 3차원 건물 표적

에 대한 타격확률을 수치적으로 계산한 연구(Lee, 2017)

가 있었다. 3차원 건물 표적을 특정 방향의 방위각 및 고

각 방향으로 2차원 투영을 하고, 투영된 평면 형상에 정

규분포 원형공산오차를 적용하여 타격확률을 계산하는 

Fig. 4. S. Lee, 2017

연구이다(Figure 4). 3차원 모델, 원형공산오차, 진입각등

을 모두 고려했다는 점이 본 연구와 동일 하지만, Lee의 

연구는 타격점이 이미 주어진 상태에서 타격확률을 계산

하는 연구로, 3차원 모델 표면에 도달 여부만 확인하였기 

때문에 모델의 측면에 맞아 리코셰 현상이 일어나는 부

분에 대해서는 고려되어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연구들을 참고하여 3차원 모델에 

진입 성공 확률이 가장 높은 목표점을 생성하는 것을 목

표로 하였다.

3. 목표점 자동 생성 기법

본 연구에서는 3차원 모델 형상과 원형공산오차, 진입 

방향을 고려한 목표점 자동 생성 기법을 제안한다. 목표

지점에 대한 3차원 모델링과 비행계획이 이미 완료되어 

하나의 진입각도와 진입점이 정해졌을 때, 원형공산오차

에 의해 목표모델을 벗어날 확률을 이용하여 비행체의 

가상 진입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주어진 진입점과 그 

주변의 지점에서 수행한 시뮬레이션에서 충돌표면대비 

진입각도가 특정 각도 이하로 리코셰가 일어난 확률을 

고려하여, 정상적으로 진입할 확률이 가장 높은 목표점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목표점 생성 방법은 크게 참조면 및 진입 후보점 생성 

단계, 각 진입 후보점 점수 계산 단계, 최종 목표점 단계

의 3단계로 이루어지며, 생성 시점은 진입방향이 결정된 

후로 고정한다. 최종적으로 한 개의 모델 당 한 개의 목

표점 3차원 좌표가 생성된다.

3.1 참조면 및 진입 후보점 생성

먼저 3차원 모델과 비행체의 진입방향이 주어졌을 때, 

아래의 Figure 5와 같이 비행체가 진입을 시작할 임의의 

Fig. 5. Entry point, vector and aim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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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좌표를 진입점이라고 명명한다. 이 진입점에서 주

어진 진입방향으로 벡터선을 생성하고 그 벡터를 진입벡

터라고 한다. 이 진입 벡터가 3차원 모델 표면에 충돌하

는 지점이 바로 목표점이 된다. 따라서 진입 성공률이 높

은 목표점을 찾는다는 것은, 진입 성공률이 높은 진입점

을 찾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 된다.

성공률이 높은 진입점을 찾기 위해 다수의 진입점 후

보를 3차원 모델 상단에 생성하고자 한다. 먼저 3차원 모

델 상단에 진입점 후보들이 위치할 참조면을 생성하는데, 

이 참조면은 진입벡터와 수직을 이루는 면이어야 하며, 

참조면의 크기는 3차원 모델을 진입벡터 반대방향으로 

이 참조면에 2차원 투영시 참조면에 포함될 만큼 충분히 

큰 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Figure 6).

Fig. 6. Projected 3D model in the reference plane

생성한 참조면 내에 진입 후보점을 생성한다. 본 연구

에서는 Figure 7과 같이 정사각형 참조면을 생성하고 그 

내부에 일정한 간격의 n*n개의 진입 후보점을 생성하였다.

Fig. 7. Reference plane and candidate entry points

3.2 각 진입 후보점 점수 계산
다음은 각 진입 후보점의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참조면 위에 생성된 진입 후보점 중 한 개의 진입 후보점

을 선택한다. 해당 진입 후보점이 위치하고 있는 참조면 

위에 원형공산오차를 만족시키는 점군을 생성한다. 원형 

공산 오차란 주어진 오차 반경의 원형 내에 위치할 확률

이 50%, 원형 외에 위치할 확률이 50%인 것을 말한다. 

점군은 위 조건을 만족하는 랜덤한 점들의 집합으로 생

성한다(Figure 8).

Fig. 8. A point set in CEP

점군에서 각 점에 대하여 진입방향으로 진입벡터를 생

성하고, 각각의 진입벡터가 3차원 모델 표면에 충돌하는 

지점을 계산한다(Figure 9). 충돌하지 않고 벗어난 경우

는 진입 실패로 간주한다.

진입벡터가 3차원 모델 표면에 충돌하였다면, 충돌 표

면과 진입벡터 사이의 충돌각을 계산한다. 충돌각이 사전

에 정의한 값   이하일 경우 진입 실패로 간주한다. 는 

충돌표면의 재질, 모양 등의 값을 이용하여 파괴 효과 분

석을 통해 사전에 구해진 값이다.

Fig. 9. Success/fail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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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공산오차를 만족하는 점군에 대해 생성한 벡터들

의 진입 성공 여부, 즉 고각 충돌여부를 전체 점군 개수

에 대해 확률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1)

3.3 최종 목표점 선정
3.1에서 생성한 각 진입 후보점에 대하여 점군을 생성

하고 성공 확률을 계산하는 3.2의 과정을 반복한다. 진입 

후보점 중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는 진입 후보점을 진입

점으로 선정한다. 그리고 Figure 10과 같이 선정된 진입

점에 대하여 진입방향 벡터를 생성하여 3차원 모델의 표

면에 충돌하는 지점, 즉 최종 목표점을 구한다. 

Fig. 10. Determined final aimpoint

4. 실험 및 결과

4.1 실험 방법 및 테스트베드
본 연구에서는 3장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다양한 3차

원 형상을 가진 3차원 모델들을 대상으로 목표점을 구하

는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진입각과 원형공산오차는 임의

의 값을 사용하였다.

테스트용 소프트웨어는 Unity 2018.2.2.f1 (64bit)를 

이용하여 구현하였고, 언어는 Microsoft Visual Studio 

C#, OS는 Window 7 Professional K 64bit, Direct X 11

버전이 사용되었다.

이 소프트웨어는 각 진입 후보점마다 옮겨다니는 한 

개의 원판을 생성하여 이 원판을 참조면으로 하는 점군

을 생성하게 된다. 이 점군에서 진입각 방향으로 레이트

레이싱(Ray Tracing)을 하여 각 3차원 모델에 미리 생성

해놓은 콜라이더(Collider)에 충돌하는 지점을 추출하고, 

Fig. 11. Testbed

진입각 계산으로 성공/실패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가장 

점수가 높은 진입점을 구하게 되면, 진입점에서 다시 진

입각 방향으로 레이트레이싱을 한 결과 3차원 모델에 충

돌하는 지점을 최종 목표점으로 판단하고, 작은 구 형태

를 해당 위치에 가시화하여 표시하였다.

4.2 테스트 케이스

테스트 케이스는 Figure 12와 같이 6가지를 선정하였

다. 기본적인 건물형인 육면체와 원통형, 지붕이 있는 건

물 모양, 그리고 직관적으로 목표점 추측이 어려운 돔 형

태, L 형태의 건물 모양과 ㅁ 형태에 대하여 실험을 진행

하였다.

Fig. 12. Tes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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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결과 분석
Figure 13은 실린더 모델에 대한 테스트 결과를 보여

준다. Figure 13a는 각 진입방향벡터에 대해 3차원 모델

에 충돌했는지를 검사하여 진입 성공은 별표 점선, 진입 

실패는 네모 점선, 미충돌한 벡터는 원형 점선으로 표현

한 화면이다. Figure 13b는 최종적으로 선택된 목표점을 

검은색 점으로 보여주고 있다. Figure 13c는 각각의 진입 

후보점에 대해 계산한 진입 확률을 텍스트로 출력한 결

과이며, 최종적으로 선정된 진입점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

고 있다. 

초기에 주어졌던 목표점 방향으로 진입 시 상면 충돌 

확률이 44%였지만, 최종적으로 선정된 진입점은 90%의 

상면 충돌확률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육면체와 원통형, 지붕이 있는 건물 모양은 공통적으

로 진입각이 기울어진 방향으로 약간 쏠린 지점에 목표

점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상면의 중심을 목표

점을 했을 경우 진입방향 벡터가 3차원 모델에 충돌하지 

않을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L 모양의 모델의 경우 면이 꺾인 위치에서 살짝 안쪽

으로 치우쳐서 목표점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위

치가 꺾인 위치 양쪽의 상면에 가장 충돌할 확률을 높여

주는 위치임을 알 수 있다. 

돔 형태의 경우, 상면이 둥글기 때문에 사용자는 어느 

위치가 진입이 가장 유리할지 알기 어렵다. 또한 ㅁ 형태

는 목적지로 자주 사용되는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가운데 

부분이 비어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상면의 어느 위치를 

목표점으로 선정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쉽지 않은데, 본 

연구의 소프트웨어는 주변 벡터들의 충돌각을 계산하여 

가장 진입확률이 높은 목표점을 생성해줄 수 있다.

다만 ㅁ 형태의 경우 본 시스템에서는 원형공산오차 

내 점군이 균등하게 분포되어있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계산하여 상면이 아닌 측면의 목표점을 추천

해주었는데, 실제로는 균등 분포가 아니라 목표점을 중심

으로 더 높은 확률로 분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이 고려되어 상면의 목표점을 추천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ㅁ 형태와 같이 가운

데가 비어있는 모델에는 진입점에서 출발한 진입방향 벡

터가 3차원 모델에 충돌 하지 않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

다. 이 경우 가장 가까운 다른 목표점을 추천해 주거나, 

3차원 모델 형상 위가 아닌 일정 깊이에 목표점을 생성하

는 기법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a) Raycast result of the cylinder model

(b) Determined aimpoint of the cylinder model

(c) Calculation result of the cylinder model

Fig. 13. Result of the cylinde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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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aycast result of the cube model

(b) Determined aimpoint of the cube model

Fig. 14. The result of the cube model

(a) Raycast result of the house model

(b) Determined aimpoint of the house model

Fig. 15. The result of the house model

(a) Raycast result of the dome model

(b) Determined aimpoint of the dome model

Fig. 16. The result of the dome model

(a) Raycast result of the L model

(b) Determined aimpoint of the L model

Fig. 17. The result of the 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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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aycast result of the hollow square model

(b) Determined aimpoint of the hollow square model

Fig. 18. The result of the hollow square model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3차원 모델 형상과 원형공산오차, 진입 

방향을 고려한 목표점 자동 생성 기법을 제안하였다. 주

어진 진입각도에서 진입벡터가 원형공산오차에 의해 목

표모델을 벗어날 확률 및 충돌표면대비 진입각도가 특정 

각도 이하로 리코셰가 일어난 확률을 고려하여, 진입을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은 목표점을 찾아내었다. 제안한 방

법론을 테스트 할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다양한 테스트

케이스에 적용시켜 정상적인 결과가 나옴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이용하여, 사용자는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진입 성공 확률이 높은 목표점을 쉽게 생성할 수 있고, 

진입 각도에 따라서 목표점이 달라지는 더 정확한 결과

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직관적으로 목표점을 잡기 어려운 

형태의 3차원 모델의 경우에도 간단히 목표점을 생성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경험에 의존하던 기존의 방식 

대비 높은 성공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의 연구로는 효율적으로 높은 정확도의 목표점을 

찾기 위한 알고리즘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는 다양

한 부분에서 계산량과 정확도의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하

는데, 첫째로 각 진입 후보점에서의 점군의 개수 문제가 

있다. 각 진입 후보점에서 생성하는 점군의 개수가 충분

히 많지 않은 경우, 목표점 자동 생성 결과가 계산을 반

복할 때마다 바뀔 수 있다. 점군의 개수를 임의로 크게 

잡으면 정확도는 올라가지만, 계산량이 개수와 비례하여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적절한 점군의 개수를 정하는 연

구가 필요하다. 둘째로 참조면의 크기에 대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참조면의 크기를 임의로 조건에 맞게 생

성하였지만, 참조면이 클수록 계산이 많아지므로 최적의 

참조면 크기를 설정하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로

는 진입 후보점의 개수이다. 참조면 내에 진입 후보점을 

얼마나 촘촘하게 생성하는지에 따라서 더욱 상세한 결과

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가로세로 일정한 

간격으로 진입 후보점을 생성하였기 때문에 진입 후보점

들 간의 간격을 좁힐수록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간격을 좁힐수록 점의 개수가 많아지

고 그에 따라 계산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

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조면 내에서 가장 높은 확

률을 갖는 진입점을 찾는 최적화 알고리즘을 개발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진입목표점을 적용했을 때 

기존의 목표점에 비해 실제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내는

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최대 진입확률만 

고려하여 목표점을 선정했기 때문에 진입 이후의 효과는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차후 효과도 분석 시뮬레이션을 이

용하여 진입 이후의 결과에 대해 확인하고, 결과의 타당

성에 대해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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