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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취약 환경에서 전술급 무인항공기의 주/야간 영상정보를 기반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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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 real-time Tactical UAS position compensation system based on image 

information developed to compensate for the weakness of location navigation information during 

GPS signal interference and jamming / spoofing attack is described. The Tactical UAS (KUS-FT) 

is capable of automatic flight by switching the mode from GPS/INS integrated navigation to 

DR/AHRS when GPS signal is lost. However, in the case of location navigation, errors 

accumulate over time due to dead reckoning (DR) using airspeed and azimuth which causes 

problems such as UAS positioning and data link antenna tracking. To minimize the 

accumulation of position error, based on the target data of specific region through image sensor, 

we developed a system that calculates the position using the UAS attitude, EO/IR (Electric 

Optic/Infra-Red) azimuth and elevation and numerical map data and corrects the calculated 

position in real-time. In addition, function and performance of the image information based 

real-time UAS position compensation system has been verified by ground test using GPS 

simulator and flight test in DR mode.

   록

본 연구에서는 전술급 무인항공기의 GPS 신호간섭 및 재밍(Jamming)/기만(Spoofing) 공격 시 위

치항법 정보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한 영상정보 기반 실시간 비행체 위치보정 시스템을 기

술하고자 한다. 전술급 무인항공기는 GPS 두절 시 항법장비가 GPS/INS 통합항법에서 DR/AHRS 

모드로 전환하여 자동비행이 가능하나, 위치 항법의 경우 대기속도 및 방위각을 활용한 추측항법

(DR, Dead Reckoning)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 오차가 누적되어 비행체 위치 파악 및 데이터링크 

안테나 자동추적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위치 오차의 누적을 최소화하기 위

해 영상감지기를 이용한 특정지역 위치보정점을 바탕으로 비행체 자세, 영상감지기 방위각/고각 

및 수치지도 데이터(DTED)를 활용하여 비행체 위치를 계산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항법장비에 보정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GPS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지상시험과 추측항법 모드의 비행시험

으로 영상정보 기반 실시간 비행체 위치보정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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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연구에서의 전술급 무인항공기(KUS-FT)는 주/

야간 감시정찰을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으로 신뢰

성 향상을 위한 주요장비 이중화, 한국형 산악지대에

서의 자동착륙과 비행영역보호/재형상 제어 등의 고

등기술 및 생존 향상을 위한 낙하산 비상회수/공중 

재시동 기술이 들어간 첨단 무인항공기[1,2]이다.

최근 다양한 주파수 및 넓은 대역을 사용하는 RF

장비의 증가와 의도적 GPS 신호 공격 등의 외부 환

경[3]으로 인해 전술급 무인항공기 운용 중 GPS를 

기반으로 한 PVT(Position, Velocity, Time) 솔루션 

및 GPS/INS 통합항법의 취약성이 발생될 수 있어, 

이의 보완책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GPS를 사용하지 않는 위치 항법 방법으로는 지형

참조항법과 영상기반 항법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

다. 지형참조항법의 경우 지형 데이터베이스(DB)와 

비행체 상대고도값의 등고선을 비교하여 현재 위치

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토마호크 유도무기에 사용한 

TERCOM(Terrain Contour Matching) 방식[4,5]이 대

표적이다. 최근에는 지형참조항법에 사용하는 정밀한 

전파고도계(radar altimeter) 대신 영상센서를 이용하

는 방식[6]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영상기반 항법 

중 위치를 결정(localization)하는 방법은 참조지도인 

디지털 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될 수 있다. 맵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Mapless 

System)는 단일 혹은 스테레오 카메라를 사용하여 

카메라 피사체의 광학 흐름(Optical Flow)을 계산한 

후 진행방향과 거리를 추종하는 방식과, 움직이는 물

체의 변하지 않는 특징점(invariant features)을 추적

하여 상대적 움직임을 계산하는 방식(feature tracking 

method)이 대표적[7~13]이다. 맵을 기반으로 하는 항

법(Map-based system)은 비행체가 움직이거나 우회

할 수 있는 공간 배치(spatial layout)를 맵에 미리 

정의하고 영상정보를 통해 확인된 특징점을 상호 비

교하여 현재의 위치를 결정(self-localization)하는 방

식이 대다수[14~20]이며, 실내항법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이때 맵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점유격자맵(occupancy grid map)이나 팔진트리 맵

(octree map) 자료구조를 많이 사용한다. 맵을 생성하

는 방식(Map-building System)은 이미지 기반 동시적 

위치추정 및 지도작성(Visual SLAM,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기술이 가장 대표적[21~27]

이다. 임의의 공간을 비행체가 비행할 때 카메라를 활

용하여 주변을 탐색하면서 동시에 그 공간에 대한 지

도 및 현재 위치를 추정하는 기법이 Visual SLAM방

식이다. 영상센서 이외에도 레이저 센서나 관성센서

를 통합한 다중센서 혼합 방식으로 SLAM을 구현하

기도 한다. 

위의 여러 방식들을 전술급 무인항공기에 적용할 

경우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한 센서를 추가하

거나 실시간으로 영상을 처리해야 하는 하드웨어의 

장착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임무고도에서 비행하고 

있는 전술급 무인기의 경우 영상의 특징점들이 비교

적 적은 상태에서 실시간 영상처리를 수행하게 되므

로 영상기반 위치추정 오차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

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무인항공기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고, 사진측량 분야

에서 널리 사용된 공선방정식을 이용하여 비행체 위

치를 보정하는 시스템 개발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

Ⅱ. 본  론

2.1 술  무인항공기(KUS-FT)

현재 군에서 사용하는 무인항공기는 통상 전략급

(Strategy) 무인항공기와 전술급(Tactical) 무인항공기

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구분은 운용군의 규모 및 운

용 범위(거리) 등을 기준으로 한다. 전술급 무인항공

기는 군단급 이하의 부대 규모에서 운용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부대위치 및 시설(활주로 혹은 이착륙장)

을 고려하여 주로 육군에서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술급 무인항공기는 Fig. 1의 운용개념도와 같이 전

략급 무인항공기에 비해 산악이 인접한 지역에서 운

용되어 이를 위해 짧은 이착륙 거리 및 고기동 비행

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짧은 이착륙 거리, 고기동 비행을 위해서는 

작전운용성능(ROC,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크기로 항공기가 설계되어야 

하고, 이는 곧 무인항공기의 탑재공간 및 중량 등의 

제한으로 탑재장비들의 최소화에 영향을 주게 된다. 

Ground Relay Station
(GRS)

Ground Control Station
(GCS)

Launch System

Recovery System
(Net, Arrest)Launch Recovery Station

(LRS)

Precision Location Tracker 
(PLT)

Ground Vehicle Transporter 
(GVT)

UAV #1
(Mission)

UAV #2
(Mission Shift)

UAV #3
(Ready)

UAV #4
(Check)

Air Vehicle Test 
Equipment (AVTE)

Fig. 1. Operational Concept of KUS-FT UAS

Key Words : Tactical Unmanned Aerial System(전술급 무인항공기), Anti-Jamming(항재밍), Dead  

 Reckoning(추측항법), Vision Aided Navigation(영상기반 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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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s Technical Detail

Redundancy 

in Critical 

Equipment

- primary and secondary flight 

control computer

- dual navigation system

- duplicated ground control station

Autonomous 

Steep Landing

- Precise Location Tracker(PLT) 

sensor

- overcoming the surrounding 

terrain

- Interchangeable landing gear   

: wheel type(runway), 

   skid type(field)

Reconfiguration 

Control

- fault tolerant control

- control surface failure detection  

 & isolation

Emergency 

Recovery

- automatic parachute recovery 

system

- recovery logic, wind estimation

Data Link 

Reliability

- redundancy system for data 

  link

- Electronic Counter-Countermeasures  

  (ECCM)

Tab le 1. Functional Features of KUS-FT

전술급 무인항공기의 세부적인 특징은 Table 1과 같

다.

GPS 취약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항재밍 수

신장치나 P코드 수신기를 장착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술급 무인기의 경우 Fig. 2에서처럼 탑재공간 및 

중량의 제한으로 인해 하드웨어 추가 장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Integrated
Air Data 
Probe

Automatic
Landing
Radar 
Sensor

Common
Data
Link

(CDL)

38Hp
Rotary 
Engine

Starter &
Generator

Fully Redundancy
Navigation

Redundant
Actuator 

Emergency
Parachute

UHF Antenna Landing Gear
(Optional. 
Skid Type)

EO/IR
Sensor
(LRF)

Forward
View 

Camera

Arresting
Hook

Weight : 150kg
Wing Span : 4.2m

Fig. 2. KUS-FT UAS Air Vehicle Features 

2.2 상기반 실시간 치보정 시스템

2.2.1 개념

전술급 무인항공기의 항법장비는 GPS 신호가 없을 

경우 항법모드를 자동으로 변경하는 기능을 갖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GPS 위성 신호는 정상적이나 GPS 

항법해가 정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항

법 위치가 비행체의 기동을 초과하는 위치로 변할 때 

이를 GPS 기만으로 판단하는 로직을 추가하였다. 이

러한 로직이 추가된 항법장비는 GPS 두절 혹은 기만

인 상황에서 GPS 이상 BIT(Built in Test)를 지상으로 

송출하며 항법모드를 GPS/INS 모드에서 GPS 신호

를 사용하지 않는 DR/AHRS 모드로 자동 전환한다.

GPS 두절 혹은 기만 경고 및 알림(Caution and 

Warning)을 확인한 무인항공기 조종사는 임무수행을 

중단하고 GPS 취약지역을 벗어나는 기동을 수행한

다. 이때 무인항공기 조종사는 항법 위치해의 경우 

DR이라는 추측항법이 작동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오차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여 유도 모드(점항법 혹

은 사전프로그램)를 사용하지 않고, 고도/속도/헤딩

을 직접 조종하는 노브 모드를 사용한다. 또한 영상

감지기 조종사는 위치보정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적

용하기 위해 EO/IR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전에 탐지

가 완료된 위치보정점으로 지향하고 감지기 추적모

드를 선택한 후 비행체 위치계산 알고리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이를 활성화 한다. 

비행체 위치계산 알고리즘에 의해 계산된 비행체 

위치는 임무지도 화면에 우선적으로 도시되며, 이를 

확인한 무인항공기 조종사는 지상에서 계산된 비행

체 위치를 비행체로 전송한다. 항법장비는 수신된 실

시간 보정 비행체 위치 정보를 초기값으로 사용하여 

추측항법을 수행한다. 감지기 조종사는 비행체가 보

정된 위치로 이동하면 비행체 위치계산 알고리즘이 

새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음 위치보정점을 탐지 및 

추적한다. 

이러한 실시간 위치보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무인항공기 조종사는 비행체의 현재 위치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데이터링크 안테나 자동

추적도 끊김 없이 이루어져 비행체를 안전하고 신속

하게 GPS 취약지역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다. 

또한 GPS 기만의 경우 무인항공기 조종사는 GPS 원

본 데이터와 실시간 위치가 보정된 비행체 위치를 

비교하여 GPS 정상유무를 판단할 수 있으며, GPS가 

정상인 경우 GPS BIT 알림 및 경고를 OFF하여 

GPS/INS 항법으로 전환시킬 수 있고, 안전하게 비

행체를 착륙시킬 수 있다. 반면 GPS 기만이 지속될 

경우 실시간 보정된 비행체 위치를 참조하여, 안전한 

지역에서 낙하산을 이용한 비행체 회수를 할 수 있

다. Fig. 3은 이러한 영상기반 실시간 위치보정 시스

템의 개념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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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비행체 치 계산 알고리즘

영상기반 실시간 비행체 위치 보정은 영상이미지, 

영상감지기의 고각(Elevation Angle)/방위각(Azimuth 

Angle), 비행체 자세 및 표적기준점 좌표 등을 포함

한 공선방정식(Collinearity Equation)[28]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공선방정식은 사진측량(photogrammetry)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법이다. 여기서 공선(collinearity)

은 카메라 렌즈의 중심점, 이미지 투영점 및 지상 표적

점의 세 점이 하나의 직선을 공유하는 것을 말하고, 각 

점의 벡터 관계 및 좌표계 변환을 통해 이루어진 수

식을 공선방정식이라 한다. 

Figure 4는 공선방정식을 수식으로 유도하기 위한 

공간상에서의 영상좌표계와 지상좌표계의 관계 및 

각 벡터정보를 정의한 것이다. 

	, ,

	, ,

, ,
		1

 Fig. 4. Relationship b etw een I m age and  Ground   

        Coord inate Sy stem

 : ground coordinates system (지상좌표계)

 : photo coordinates system (카메라좌표계)

 : 카메라 좌표계의 3축 회전

 : 지상 표적점

 : 렌즈 중심점
 : 카메라 좌표계에서의 지상 표적점 벡터
 : 지상 좌표계에서의 지상 표적점 벡터
 : 렌즈 중심점 벡터
′ : 영상점 벡터

 : focal length (초점거리)

 : scale vector

지상 표적점, 렌즈 중심점 및 영상점이 하나의 선

을 공유한다는 공선 조건에 의해, 영상점 벡터(′ )와 

카메라 좌표계에서의 지상 표적점 벡터()가 반드시 

평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두 벡터

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공선모델(Collinearity Model)

로 표현할 수 있다.

′ 
  (1)

위의 공선모델을 바탕으로 지상좌표계로의 좌표변

환과 벡터의 관계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2)

여기서, ′은 카메라 좌표의 3축 회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벡터를 의미한다. 또한 는 카메라 좌표계

의 3축 회전을 표현한 회전행렬 ×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다.

′ (3)

GPS Jamming/Spoofing IFCC GPS Signal Check &
Navigation Mode Change

• Jamming BIT Alarm
• Spoofing BIT Alarm
• Navigation Mode

GPS/INS → DR/AHRS
• Accumulated DR position 

Error 

Calculate Air vehicle Position

Upload Corrected Position DR(Dead Reckoning) using 
Corrected Position

Find Other 
Reference Object

Fig. 3. Conceptual Diagram  of Real Tim e Vision Aid ed  Nav 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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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1)에 수식 (2)와 수식 (3)을 대입하여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 

  (4)











 












  
  
  







































(5)

여기서, 회전행렬 은 다음과 같다. 

  coscos,   cossin,   sin
  cossinsinsincos
  coscossinsinsin
  sincos
  sinsincossincos
  sincoscossinsin
  coscos

(6)

수식 (5)에서 초점거리()를 에 대입하여 정리하

면 다음과 같은 공선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7)

위의 공선방정식을 여러 변수의 함수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8)

수식 (8)에서 여러 변수 중 대부분은 센서 및 영상

정보를 통해 알 수 있는 값이고, 미지수는 본 논문에

서 구하고자 하는 비행체 위치에 해당하는 렌즈 중

심점인   ,   , 인데 공선방정식이 2개의 연립방

정식 행태이므로 3개의 미지수 해를 구하기는 매우 

어렵다. 렌즈중심점 좌표인 를 비행체 고도의 값

으로 변환하면, 2개의 미지수   , 의 해를 구할 

수가 있다. 

수식 (7)을 이용하여 비행체 2차원 위치 좌표인 

  ,  미지수의 공선방정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9)

수식 (9)의 회전행렬에 포함되는 카메라좌표계의 3

축 회전값 는 영상감지기의 고각/방위각 및 비

행체 자세 Roll, Pitch, Heading 정보를 사용하여 결

정되는데, 카메라좌표계와 영상감지기 좌표계 간의 

비정렬 및 항법장비 동체좌표계와 영상감지기 좌표

계 간의 비정렬(misallignment)까지 고려하여 계산을 

수행한다.

비행체 위치는 수식 (9)를 활용하여 지상체에서 계

산하며, 항법장비로 비행체 위치를 송신한다. 추측항

법을 수행하고 있던 항법장비는 공선방정식을 통한 

비행체 위치를 추측항법의 초기값으로 사용하여 비

행체 위치를 재계산한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기

존 추측항법 알고리즘 및 필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비행체 오차를 개선할 수 있다.

2.3 시험결과

2.3.1 HI L S시험 결과

비행제어소프트웨어인 OFP(Operational Flight Pro- 

gram)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비행운동 모델을 

계산하고 입출력 신호를 IFCC와 연동하며 고장주입

이 가능한 HILS(Hardware In the Loop Simulation)

를 사용하였다. HILS 구성은 Fig. 5와 같다.

Image Generator

HILS HOST

HILS Simulator
HILS Mission 

Control Station

Flight Control
Computer

Engineering
Test Station

Standalone
Test HOST

Fig. 5. Hard w are I n the L oop Sim 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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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PIGU)/Secondary(IADP) GPS Status
(GPS BIT : Normal, 0)

Primary(PIGU)/Secondary(IADP) GPS Status
(GPS BIT : Spoofing, 1)

GPS Spoofing 

   Fig. 6. Results of HI L S test

GPS 기만환경 고장을 모사하고 주입하기 위하여 

기존의 항법 모델링에 시간에 따라 비행체 위치를 

변화시켜 주는 모델을 추가하였다. 또한 감지기 고

각, 방위각과 비행체 위치 및 표적기준점을 바탕으로 

비행체 현재 위치를 계산하는 모델도 HILS 모델링에 

추가하였다. 

이러한 GPS 기만모델을 포함한 항법 모델링을 바

탕으로 HILS 시험을 수행하였다. GPS 두절 및 기만 

고장을 주입하였을 때 이를 제대로 판단하는지 Fig. 

6과 같이 확인하고, 주항법장비 모드가 자동으로 전

환되는지 검증하며 위치보정점을 비행체로 전송하였

을 때 비행체 위치가 변화되는지 시험을 수행하였다. 

2.3.2 지상시험 결과

전술급 무인항공기에 영상기반 실시간 위치보정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해서 단품레벨에서 기능, 성능 

및 신뢰성 검증이 완료된 지상체, 비행제어 및 항법

장비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고 통합시험을 Fig. 7과 같

이 수행하였다. 

특히 GPS 두절 및 기만과 같은 고장주입을 비행시험 

환경에서는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지상시험에서 

GPS 시뮬레이터 및 Air Data 에뮬레이터를 활용하

여 GPS 두절 및 기만 BIT 발생부터 위치보정점 적

용 결과까지 확인하였다. 

GPS 두절의 경우는 GPS 안테나를 분리하여 손쉽

게 고장을 주입할 수 있으나 GPS 기만의 경우, 위성 

신호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GPS 위치 및 속도 등을 

비정상으로 생성해야 하는데 이때 GPS 시뮬레이터

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일 수 있다. 또한 항법

장비에서 추측항법을 계산하기 위해 대기속도가 필

요하며, Air Data 에뮬레이터를 사용하여 대기속도를 

모사하였다. 

GPS 시뮬레이터는 Spirent社의 GSS6700을 사용하

였고, SimGEN[29]을 이용하여 GPS 기만 시나리오를 

생성하였다. 수분간의 위치 정지 신호를 만들고 이후 

직선으로 위치가 서서히 흐른 다음 GPS 속도 및 위

치의 변화를 주면서 가속상태를 만들어 GPS 기만 

신호를 만드는 방식으로 Fig. 8과 같이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GPS 수신기에 따라 위성 배열(Almanac)의 정보가 

기존 수신정보와 다를 경우 GPS 초기 수신 완료까

지 상당시간 소요될 수가 있어 매 시험마다 최신의 

Almanac 정보를 사용하였다. 또한 GPS 속도 변화를 

주는 가속 상태의 경우 급가속 상태에서 GPS수신기

가 위성을 놓쳐 두절 상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가속의 G값을 조절해가며 시나리오를 완성

하였다. 

GPS Simulator
(GSS6700)

GPS RF Signal 2ch
(Spoofing Scenario)

Tactical Unmanned 
Aerial Vehicle

(Primary/Secondary Navigation System)

Oscilloscope
(Agilent)

Primary/Secondary 
GPS 1PPS Signal

Air Data Pressure
(Pt, Ps)

Air Data Emulator
(MPS 43)

Ground Control Station
(Payload Control, Upload Corrected Position)

RF Data Link
(TC, TM)

GPS BIT Alarm Position Trajectory Vision Image

Fig. 7. Ground  Test Diagram  ab out Real Tim e Vision Aid ed  Nav 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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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GP S Spoofing Scenario using Sim GE N 

Softw are

지상시험에서는 크게 3가지 주요 항목을 검증하였

다. 첫째는 체계연동 ESICD 및 기능점검이고, 둘째는 

GPS 두절 및 기만상태 모사이며, 셋째는 지상활주 점

검이다. GPS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GPS 두절 및 기만 

상태 모사의 경우, GPS BIT 알람이 제대로 작동하는

지, 무인항공기 조종사가 바로 인지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또한 Air Data 에뮬레이터를 통해 추측

항법이 실행될 때 사전에 설정한 위치보정점을 비행

체로 전송하고 그 위치로 다시 추측항법이 진행되는

지도 검증하였다. 위치보정 기능은 Fig. 9처럼 지상시

험을 통해 검증하였고 비행시험을 통해 최종 성능을 

확인하였다.

보조 데이터링크의 경우 GPS 시간 동기화를 통해 

통신이 수행되는데, GPS 두절 및 기만상태에서도 일

정시간동안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전술급 무인항공기의 비행제어컴퓨터는 GPS 시간

을 기준으로 1PPS(Pulse per Second) 신호를 생성하

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GPS 정상상태에서 GPS 

1PPS 신호를 기준으로 신호를 생성해주고, GPS 두절 

850 900 950 1000 1050 1100
0

100

200

300

400
 GPS speed by Simulator
 Airspeed by EmulatorSpeed

(km/h)

850 900 950 1000 1050 1100

0

1 0: Normal, 1:Abnormal

 

850 900 950 1000 1050 1100

3.3E5

3.3E5

3.3E5

3.4E5
 AV UTM East 
 Corrected East Position

UTM
Northing

(m)

UTM
Easting

(m)

GPS
Spoofing

BIT

850 900 950 1000 1050 1100
4.2E6
4.2E6
4.2E6
4.2E6
4.2E6
4.2E6
4.2E6
4.2E6
4.2E6

 AV UTM North
 Corrected North Position

Time (sec)

Fig. 9. Vision Aid ed  Nav igation Results w ith   

 Corrected  P osition of GP S Spoofing   

 Ground  Test

Fig. 10. 1P P S Signal Results as GP S Spoofing test

및 기만상태의 경우는 고정밀 오실레이터(OCXO, 

Oven Controlled Oscillator)를 기준으로 1PPS 신호

를 생성해 준다. 지상시험에서 GPS 두절 및 기만상

태에서도 1PPS 신호가 1분에 2μs 이하의 요구사항이 

출력되는지 신호를 측정하여 성능을 검증하였으며, 

Fig. 10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2.3.3 비행시험 결과

전술급 무인항공기(KUS-FT)는 국내에서 최초로 감

항형식 인증을 획득한 군용 무인항공기이다. 주야간 

영상정보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비행체 위치보정시스

템을 적용하여 비행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항당

국을 통해 비행안전 검토심의회(SRB, Safety Reveiw 

Board)를 진행해야 한다. 검토심의회에서 소프트웨어 

변경내용, 기능/성능 검증내용, 소프트웨어 신뢰성 

결과 및 지상시험 결과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비행안

전에 영향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승인되어 비행시험

을 수행하였다. 

비행시험을 통해 실시간 비행체 위치보정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였고, 전술급 무인항공기의 데이터링크 

운용 및 지상통제권 이양과 같은 운용성도 확인하였

다. 비행시험의 절차는 Table 2와 같이 수행하였다. 

P hase Flight Altitud e M od e

take off launch 70m auto launch

cruise go to test area 1,800m waypoint nav.

test

mission

navigation mode 

(DR/AHRS, 

GPS/INS)

2,000m
knob

(heading, 

airpseed, 

altitude AP)
searching targets 2,000m

vision aided 

navigation
2,000m

return return to base 800m waypoint nav.

landing landing - auto landing

Tab le 2. Seq uence of Fligh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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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감지기 조종사가 비행시험 중 추측항법모드에

서 비행체 위치가 흐르는 상태로 임무지도를 활용한 

위치보정점 탐색이 어렵기 때문에, 비행시험 전에 임

무구역 내 특징점 위주의 건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보정점을 사전에 여러 개를 선정하고 위성 지도를 

통하여 주변지형을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예를 들어 임무지역에서의 운동장을 위치보정점으

로 선정한 경우, 운동장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운

동장 주변의 도로 혹은 강의 모양을 파악하는데, 실

제 비행에서는 비슷한 모양의 주변도로나 강을 먼저 

탐지한 후 운동장을 찾아가는 훈련의 과정을 사전에 

수행하였다. 또한 실시간 위치보정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을 검증하기 전에 비행상태에서 Fig. 11과 같이 

실시간 영상만으로 위치보정점을 지속적으로 탐색하

는 과정도 거쳤다.

비행시험에서는 GPS 두절 및 기만과 같은 환경을 

모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GPS 두절 및 기만이 

발생하였다는 전제하에 항법모드를 GPS/INS모드에

서 DR/AHRS 모드로 전환하여 비행하며 영상감지기 

조종사가 탐색한 위치보정점을 일정하게 비행체로 

적재하여 비행체 위치가 정확하게 보정되는지 Fig. 

12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실시간 비행체 위치보정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해서 

Fig. 13에서처럼 위치보정점은 12개 정도를 사용하였

다. 위치 오차는 각 위치보정점을 기준으로 비행체로 

장입된 비행체 위치 좌표와 GPS Raw 데이터(SBAS)

를 비교하여 계산하였다. 

일부 위치보정점의 경우 비교적 좋은 성능을 나타

냈지만, 일부 위치보정점의 경우는 오차가 조금 큰 

것으로 나왔다. 각 보정점마다 오차가 서로 다른 이

유 중에 하나는 위치보정점의 건물 및 구조물을 탐

색한 후 자동추적을 수행할 때 정확하게 가운데로 

추적하느냐 혹은 주변으로 추적하느냐에 따라 오차

Fig. 11. Corrected  P osition I R I m age in Fligh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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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Results of P osition E rror in Flight Test

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건물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자동추적이 되면, 오차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며 건물의 중심에서 조금 벗어난 상태로 자동추

적이 되면 오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평균적 오차로 보았을 때 무인항공기 조종사가 비행

체 위치를 정확하게 식별하여 조종이 가능한 정도이

며, 데이터링크 자동추적도 문제없음이 확인되었다.

Ⅲ. 결  론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전술급 무인항공기의 GPS 신

호간섭 및 재밍 공격 시 위치항법해의 취약성을 보

완한 영상정보 기반 실시간 비행체 위치보정 시스템

의 기능 및 성능을 확인하였다. 

GPS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지상시험에서는 GPS 두

절 및 기만 BIT가 적절하게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

고, 영상감지기의 시선각, 수치지도 및 비행체 자세 

정보 등을 활용한 공선방정식의 비행체 위치 보정 

기능도 검증하였으며, 데이터링크 연속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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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시간 동기화의 1PPS 정확도도 확인하였다.

비행시험을 통해 실환경에서 실시간 비행체 위치

보정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였고, 동시에 데이터링크 

자동추적 영향성과 지상통제장비 이양 등의 운용성 

평가도 확인하였다. 단, 영상감지기 조종사가 임무지

역에서의 지형정보가 익숙지 않아 사전에 설정한 위

치보정점과 영상감지기로 탐지한 지역이 불일치할 

경우 비행체 위치보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제약성을 해결하고 실시간 비행체 

위치 보정 시스템의 성능을 최대화하기 위해 영상감

지기 조종사의 임무지형 및 탐지물 숙달 훈련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향후에는 비행상태에서 획득한 위치보정점 영상 

이미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머신러닝과 같은 인공

지능 기법을 적용하고 학습시킨 자동위치보정 탐지 

시스템을 개발하여 영상감지기 조종사가 수동으로 

위치보정점을 계속 찾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위치

보정점을 탐지 및 인지할 수 있도록 향상된 기술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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