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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투기, 수송기 등 다양한 형태의 항공기가 개발되

고, 각각의 목적에 맞게 임무 수행 요구도가 증가함

에 따라 한 번의 비행으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항공기의 연료저장 공간은 한

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이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임무 반경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

하기 위해서 공중급유를 통해 항공기의 운용범위를 

늘려주거나, 한 대의 항공기가 아닌 다수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전체 작전반경을 넓히는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대한민국 공군은 2018년 Airbus社의 A330-MRTT

를 공중급유기로 도입하여 2019년 1호기를 전력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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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ot of studies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flight time have been studied, since the 

requirement of complicated mission achievement of aircraft including Unmanned Aerial 

Vehicles(UAVs) has been increased. The fuel limitation could bring about not enough flight 

time to accomplish missions. For this reason, the rendezvous maneuver is required to 

accomplish aerial refueling missions. The rendezvous guidance law based on variable pursuit 

guidance is designed using Lyapunov stability theory in this study. Numerical simulation is 

performed to demonstrat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rendezvous guidance.

   록

항공기의 임무수행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 도입된 공중급유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 항공기간의 

랑데부 기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공중급유를 위해 가변 추적유도법칙을 이용한 

랑데부 유도기법을 다룬다. 르야프노프 안정성 이론을 이용하여 가변 추적유도법칙 기반 랑데부 

유도기법을 설계하였다. 제안한 유도기법은 두 항공기가 일정한 속력으로 비행하고 있을 때, 두 항

공기 간의 헤딩각이 일치하도록 작동하여 랑데부 기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

해 제안한 랑데부 유도기법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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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무인항공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전투기뿐만 

아니라 무인항공기도 공중급유를 통해 작전반경을 

넓힐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자동공중급유를 위해서는 

두 항공기 간의 랑데부 기동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

야 한다. 

항공기의 랑데부 기동을 수행하기 위해 비례항법유

도법칙(PNG, Proportional Navigation Guidance)과 

추적유도법칙(Pursuit Guidance)을 이용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1-7]. 비례항법유도법칙을 이용한 랑

데부 유도기법 연구는 항법상수(Navigation Constant)

를 변형하여 유도명령을 생성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

며[1,2], 추적유도법칙과 슬라이딩 모드 제어기법을 

이용하여 협조관계에 있는 두 항공기가 랑데부 기동

을 수행할 수 있는 유도기법 연구도 수행되었다[3]. 

복수의 무인항공기에 대하여 랑데부 지점까지의 도달

시간을 예측하고, 충돌 회피 및 랑데부 기동을 수행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4], 가변 리드각을 도입하

여 동일한 속력으로 비행하는 두 무인항공기가 랑데

부 기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변 이탈 추적유도기법

(Variable Deviate Pursuit Guidance)을 이용한 랑데

부 유도기법 연구도 진행되었다[5]. 그 외에 시변 벡

터필드를 이용한 랑데부 유도기법[6], 무인항공기-지

상목표물 간 협업을 위한 최적 랑데부 궤적[7] 연구

도 수행되었다.

무인항공기의 자동공중급유를 위한 연구도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프로브-드로그 시스템이 장착된 급유

기로의 무인항공기 자동공중급유를 위하여 최적선형

제어(LQR, Linear Quadratic Regulator)을 활용한 연

구가 수행되었다[8]. 충돌각 제어 유도기법(Impact 

Angle Control Guidance)을 응용하여 상용 여객기는 

기동을 하지 않고 급유기가 상용 여객기의 최종 비행

경로각, 최종 속도벡터와 일치하는 기동을 하도록 하

는 최적 랑데부 유도기법을 제안되었다[9]. Terminal 

Iterative Learning Control 기법을 공기역학적 외란을 

고려한 프로브-드로그 시스템이 탑재된 자동공중급유 

임무에 적용하는 연구도 수행되었다[10]. 또한 한 대

의 급유기를 이용하여 다수의 항공기가 자동공중급유

를 할 수 있도록 각각의 랑데부 지점을 설정하고, 3

차원 환경에서의 랑데부 기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

로계획기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11].

본 논문에서는 동일한 속력으로 비행하는 두 무인

항공기에 대하여 랑데부 기동을 수행하는 유도기법

을 다루고자 한다. 두 항공기는 고도를 일정하게 유

지한다는 가정 하에 2차원 평면상에서 공중급유를 

위한 랑데부 기동을 수행한다고 가정하였다. 자동공

중급유를 위해서 추종기(Receiver)는 급유기의 후미

에서 접근하여야 하므로 추적유도기법을 적용하되 

가변 추적유도기법(Variable Pursuit Guidance)을 이

용하여 급유기와 추종기 간의 거리, 상대속도를 수렴

하게 하는 랑데부 유도기법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의 2절에서는 르야프노프 안정성 이론을 

이용하여 가변 추적유도기법 기반의 랑데부 유도기

법 설계를 다룬다. 그리고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계한 랑데부 유도기법의 성능을 분석한다. 3절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Ⅱ. 본  론

2.1 가변 추 유도 기반 랑데부 유도

2.1.1 문제설정

본 연구에서 두 무인항공기간의 2차원 운동방정식

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의 가정을 고려하였다. 먼

저, 무인항공기의 센서 동역학과 자동조종장치는 무

인항공기의 동역학보다 매우 빠르다고 가정하였다. 

두 무인항공기의 속력은 일정하며, 받음각은 매우 작

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바람이 없는 

환경에서 랑데부 기동이 수행된다고 가정하였다. 이

러한 가정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2차원 운동방정

식을 얻을 수 있으며, Fig. 1은 2차원 환경에서의 두 

무인항공기 간의 기하학 관계도를 보여주고 있다.

 cos cos (1)

 
 sin

 sin (2)

 


  (3)




 

(4)

여기서 은 두 무인항공기 간의 거리, 은 추종

기(Pursuer)의 헤딩각, 은 급유기(Leader)의 헤딩

각,은 두 무인항공기의 속력, 은 추종기의 시선각, 

은 추종기의 측면 가속도, 은 추종기의 속력에 

정규화된 측면 가속도 명령, 은 선도기의 측면 가

속도, 은 선도기의 속력에 정규화된 측면 가속도

를 의미한다. 

Fig. 1. Two-dimensional Geometry of Two UA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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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르야 노  기반 가변 추 유도기법 설계

급유기(또는 선도기)의 공중급유 시스템인 붐(boom) 

또는 드로그(Drogue)는 일반적으로 급유기 뒷부분에 

배치되고, 프로브(Probe)는 일반적으로 추종기 앞부

분에 배치된다. 따라서 원활한 공중급유를 위해서는 

추종기가 급유기 뒤에서부터 접근하여야 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Tail-chase 기동에 유리한 추적유도기법

을 적용한 랑데부 유도기법을 제안하였다.

랑데부 기동이 수행되었을 때 추종기의 헤딩 방향

과 급유기의 헤딩 방향이 같은 방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르야프노프 후보함수를 선정할 

수 있다.

  sin
  (5)

제안한 르야프노프 후보함수는 바람이 없는 환경

에서 두 무인항공기의 시선벡터와 속도벡터가 0으로 

수렴하도록 설계되었다.   0은 추종기의 헤딩 

방향이 급유기를 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무인항공

기의 헤딩과 시선각은 ±의 범위에서 결정된다. 르

야프노프 후보함수 (5)를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다음

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sin
 cos

   (6)

 

 sin
  (7)

식 (8)과 같은 속력에 정규화된 가속도 명령을 고

려하자.

 sin
  (8)

여기서 은 유도이득이며, 양수이다. 식 (8)을 식 

(7)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sin
 ≤  (9)

제안한 르야프노프 후보함수 (5)는   0인 영역에

서 집합  ∈    이 bounded된 연속

적이고 미분가능한 함수이다. 르야프노프 후보함수 

(5)의 1차 도함수는 negative semi-definite하다. 여기

서   이다. 집합  를 집합 에서 
 0을 만족시키는 모든 점들의 집합이라고 하자.

∈   (10)
 

그리고 집합 을 집합 의 the largest invariant 

set이라고 하자.

∈    (11)

집합 이 ≠ 0인 점을 포함한다고 가

정하면, 

  

sin
 

≠

(12)

그러므로 만약 궤적이 집합 를 벗어나게 되면, 

궤적은 집합 을 벗어나게 된다. 이는 invariant set 

의 정의에 모순된다. 따라서 르야프노프 안정성 이

론 및 LaSalle’s invariance 정리에 의해 생성된 가속

도 명령은 두 무인항공기 시스템이 무인항공기의 시

선각과 헤딩각이 일치하는 점(  0)에서 점근적

으로 안정하게 한다[12]. 

식 (8)의 가속도 명령에 사용되는 유도이득 은 

급유기로의 추종기 수렴 속도와 연관이 있다. 큰 값

의 유도이득 을 사용하면 두 무인항공기의 거리를 

빠른 시간에 0으로 수렴시킬 수 있다. 하지만 상수 

유도이득을 사용하게 되면 랑데부 기동이 아닌 요격

과 같은 기동을 하게 되므로 공중급유와 같은 임무

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5]의 가변 리드각을 

참고하여, 두 무인항공기 간 거리에 따라 크기가 변

하는 유도이득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3)

여기서 , 는 양의 상수인 유도이득 설계 매개변

수이며, 은 두 무인항공기 사이의 초기거리이다. 

제안한 유도법칙을 사용하면 두 무인항공기의 거

리가 근접할수록 시선각과 헤딩각의 차이가 0으로 

수렴한다. 이는 급유기의 헤딩각과 추종기의 헤딩각

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기동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운

동방정식 (1)로부터 두 무인항공기의 상대속도 역시 

0으로 수렴함을 알 수 있다.

2.2 수치 시뮬 이션

2.2.1 시뮬 이션 환경

제안한 비선형 가변 추적유도기법 기반 랑데부 유

도법칙의 성능을 살펴보기 위해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수치 시뮬레이션 환경은 측풍 외란이 없

다고 가정하였다. 두 무인항공기의 속력은 20m/s로 

설정하였다. 두 무인항공의 가속도 제한은 2g로 설정

하였다. 여기서 g는 중력가속도를 의미한다. 그 외  

시뮬레이션 환경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본 논문에서 고려한 수치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는 

3개로 Table 2에 정리하였다. 각 매개변수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시나리오 1과 2에 사용한 가변 추적

유도 기반 랑데부 유도기법의 유도이득 설계 매개변

수는 Table 3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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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Initial position of a leader (400, 0) m

Initial position of a pursuer (0, 0) m

Initial heading of a leader 90 deg

Initial heading of a pursuer 60 deg

Maneuver acceleration of leader 1.5 deg/s

Table 1. Nu meric al simu lation env ironment

Scenario

Scenario 1 The effect of   (Fixed )

Scenario 2 The effect of   (Fixed )

Scenario 3

Comparison between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guidance and that of the variable 
deviated pursuit rendezvous 
guidance in [5]

Table 2. Nu meric al simu lation sc enario

Scenario Value

Scenario 1   (1,10,50,100),   500

Scenario 2   10,   (10,50,100,1000)

Table 3 . Gu idanc e gain design p arameters in  

 Sc enario 1 and 2

2.2.2 시뮬 이션 결과  분석

Figures 2-5는 시나리오 1( 500 고정)에 대한 수

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s. 2-5에서 

각각 청색 실선은   1일 때, 자주색 점선은  

10일 때, 녹색 점선은   50일 때, 흑색 점선은 

 100일 때의 비행궤적, 거리오차, 속력에 정규화된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100 200 300 400
x (m)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c1=1
c1=10
c1=50
c1=100
target

Fig. 2. Fligh t trajec tories: Sc enario 1

 Fig. 3 . Distanc e errors: Sc enario 1

 Fig. 4 . Ac c eleration c ommands: Sc enari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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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 Closing v eloc ities: Sc enario 1

가속도 명령, 접근속도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유도

이득 설계 매개변수 이 커질수록 두 무인항공기의 

거리오차 수렴이 완만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Table 4는 시나리오 1에서 80초에서의 두 무인항공

기 간의 거리오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 클수록 두 

무인항공기 수렴속도가 완만해지기 때문에 시뮬레이

션 후반부에서의 거리오차가 이 작을 때보다 큼을 

알 수 있다.   

Figures 6-9는 시나리오 2(  10 고정)에 대한 수

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s. 6-9에서 

각각 청색 실선은   10일 때, 자주색 점선은  

50일 때, 녹색 점선은   100일 때, 흑색 점선은 

  1,000일 때의 비행궤적, 거리오차, 속력에 정규

화된 가속도 명령, 접근속도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유도이득 설계 매개변수 과는 달리 은 그 값이 

작아질수록 두 무인항공기의 거리오차 수렴이 완만

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Table 5는 시나리오 2

Distance error

  1,   500 0.2095 m

  10,   500 2.416 m

  50,   500 5.304 m

  100,   500 6.823 m

Table 4 . Distanc e error at 8 0  sec : Sc enari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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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 Fligh t trajec tories: Sc enario 2

Fig. 7. Distanc e errors: Sc enario 2

에서 80초에서의 두 무인항공기 간의 거리오차를 보

여주고 있다. 이 작아질수록 두 무인항공기 수렴속

도가 완만해지기 때문에 이 큰 경우보다 시뮬레이

션 후반부에서의 거리오차가 큼을 알 수 있다. 이것

은 유도이득 설계 매개변수 은 거리오차에 비례해

서 가속도 명령의 값이 커지게 하기 때문이고, 는 

거리오차에 반비례하게 가속도 명령을 생성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참고하여 유도이득 

설계 매개변수를 설정하면, 랑데부 기동에 적합한 유

도이득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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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cceleration commands: Scenario 2

0 10 20 30 40 50 60 70 80
-20

-15

-10

-5

0
Closing Velocity (m/s)

c2=10

0 10 20 30 40 50 60 70 80
-20

-15

-10

-5

0

c2=50

0 10 20 30 40 50 60 70 80
-20

-10

0

c2=100

0 10 20 30 40 50 60 70 80
Time (sec)

-20

-10

0

c2=1000

 Fig. 9. Closing velocities: Scenario 2

Distance error

  10,   10 115.7 m

  10,   50 61.4 m

  10,   100 26.22 m

  10,   1,000 0.841 m

Table 5 . D istance error at 80  sec: Scenario 2

 
 (14)

 
   (15)

Figures 10-13은 [5]에서 제안한 가변 이탈 추적유

도 기반 랑데부 유도법칙 (14)와 성능을 비교한 시나

리오 3에 대한 수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식 (15)는 가변 리드각(Variable lead angle)을 의

미한다. Figs. 10-13에서 각각 청색 실선은 본 논문에

서 제안한 비선형 가변 추적유도 기반 랑데부 유도

법칙을 적용한 경우, 자주색 점선은 가변 이탈 추적

유도 기반 랑데부 유도법칙 (14)를 적용한 경우의 비

행궤적, 거리오차, 속력에 정규화된 가속도 명령, 접

근속도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랑데부 유도법칙의 유도이득 

설계 매개변수는   1,   500으로 설정하였으며, 

가변 이탈 추적유도 기반 랑데부 유도법칙 (14)의 유

도이득 은 0.1로 설정하였다. Fig. 10에서 볼 수 있

듯이 제안한 가변 추적유도 기반 랑데부 유도법칙을 

적용하면 추종기는 급유기와 충돌 삼각형(Collision 

Triangle)과 비슷한 궤적으로 접근하다 급유기 후미

에서 따라가는 기동을 수행한다. 반면 [5]에서 제안

한 가변 이탈 추적유도 기반 랑데부 유도법칙을 적

용하면 보다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급유기 후미에서 

접근하는 기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동의 차이는 각

   Fig. 1 0 . Flight trajectories: Scenari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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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Distanc e errors: Sc enario 3

Fig. 12. Ac c eleration c ommands: Sc enario 3

각 유도이득의 크기가 가속도 명령 생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발생한다. 임무 초기에 결정되는 유도이

득의 크기는 식 (11)의 가변 이탈 추적유도 기반 랑

데부 유도법칙을 적용했을 때 더 작고, 유도이득의 

변화가 완만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가속도 명

령이 생성되어 완만한 선회를 하며 랑데부 기동을 

수행하게 된다. 반면, 제안한 가변 추적유도 기반 랑

데부 유도법칙을 적용하면 초기에 결정되는 유도이

득의 크기가 크고, 유도이득의 변화가 급격하게 발생

하여 초반에 급격한 선회를 한 뒤 충돌 삼각형과 비

슷한 궤적을 그리며 랑데부 기동을 하게 된다. 따라

서 제안한 유도기법은 생성되는 가속도 명령의 범위

가 크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랑데부 기동을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80초에서의 거리오차는 각각 

0.2095m, 3.175m로 제안한 랑데부 유도법칙을 적용

했을 때 최종 거리오차가 작음을 알 수 있다. Fig. 

13에서 보듯이 접근속도, 즉, 거리오차 변화율( )은 

제안한 랑데부 유도법칙을 적용한 경우 초반에 큰 

Fig. 13 . Closing v eloc ities: Sc enario 3

값을 유지하다 급격하게 0으로 수렴하여 유지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안정적인 랑데부를 위해서 선도기

와 추종기의 최종 헤딩각이 일치하여야 한다. 선도기

와 추종기의 최종 헤딩각 오차는 제안한 랑데부 유

도기법을 사용했을 때 0.0309deg, [5]의 유도기법을 

사용했을 때 0.4497deg였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공중급유 임무를 고려하여 동일한 

속력으로 비행하는 두 무인항공기의 랑데부 기동을 

위해 가변 추적유도기법을 이용한 랑데부 유도 기법

을 제안하였다. 르야프노프 안정성 이론을 이용하여  

추적유도법칙을 설계하고, 랑데부 기동을 위해 가변 

유도이득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유도기법을 사용하면 

추종기의 시선각과 헤딩각의 차이가 0으로 수렴하게 

되고, 추종기가 급유기의 후미에서 따라붙는 기동을 

하게 된다. 추종기와 급유기 사이의 거리에 대해 값

이 바뀌는 유도이득을 사용함으로써 추종기가 급유

기에 가까워질수록 상대속도 역시 0으로 수렴하여 

랑데부 기동이 수행됨을 알 수 있다. 수치 시뮬레이

션을 통해 유도이득 설계 매개변수가 랑데부 기동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기존의 가변 이탈 추적

유도 기반 랑데부 유도기법과의 성능 비교를 수행하

여 최종 거리오차 측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추후 추종기의 출발 위치에 따른 랑데부 

기동 성능의 변화 및 랑데부 기동 capturability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후  기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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