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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무인기 산업의 성장과 함께 무인기 대형화, 복

잡해진 시스템과 이로 인한 요구사항 증가에 따

라 유인기 공역에서 무인기 운용의 필요성이 커

지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2028

년까지 비분리된 공역에서의 유무인기 통합운용

을 목표로 하고 있다.[1] 이에 미국은 SARP

(Science and Research Panel)을 구성하여 다양하

게 진행되는 연구들을 효율적으로 확인하고 있으

며, 무인기 공역통합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

을 파악하고 있다.[2] 유럽에서는 2002년 STAR

21 (Strategic Aerospace Review for the 21st

Century)을 통해 4년간 무인기와 관련된 5개 연

구 과제를 수행하였고, 2008년에는 12개 Air4All

과제를 수행하여 “Roadmap for the Seamless

Integration of UAS within General Air Traffic

by 2015"를 개발하였다.[3]

유인기와 무인기 공역통합에서 하나의 이슈는 

충돌회피이다. 유럽의 EDA (European Defence

Agency)는 무인기 충돌회피기술 연구 과제인  

MIDCAS Project 연구를 수행중이다. MIDCAS

Project는 ADS-B와 EO/IR 광학센서를 이용한 

충돌회피 기술 개발이다.[4]

현재 개발 중인 무인기의 충돌회피 방법들은 유

인기 공역에서 무인기 비행에 대한 영향을 최소

화하기 위해 유인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충돌회피 

방식들과의 호환성을 유지하도록 되어있다.

GENERAL ATOMICS사에서는 Predator B모델의 

충돌회피에 Cooperative 항공기간에는 

TCAS(Traffic Alert and Collision Avoidance

System)를 사용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5] 유럽

의 MIDCAS Project에서도 무인기의 충돌회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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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주요 요구 조건으로 ACAS와 호환을 명시

하였다.[6] 이러한 충돌회피는 임무컴퓨터에서 담

당하게 된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항공전자 시스

템은 중요도와 비용측면에 있어 비중이 증가되고 

있는데, 나날이 증가하는 임무요구사양이 그 원

인이라 할 수 있다.[7] 최근 민간항공기와 군용항

공기의 항공전자 시스템에서는 개발 기간과 개발 

비용 절감을 위해 상용 기성품(COTS)을 적용하

는 추세이다.[8] 상용기성품은 상업적으로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생산이 되는 제품이다. 이와 관

련된 연구로는 S.Basiratzadeh 외 5인이 

Windows Embedded 8을 적용한 사례가 있고[9],

상용기성품인 Linux는 항공전자 시스템 운영체

계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연구도 수행되었다.

Linux는 실제 항공기에 자주 사용되는 VxWorks

와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된 바가 있으며, 항공기

에 적용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10-12]

본 논문에서는 수직, 수평, 3차원 충돌회피 알

고리즘 사용하여 무인항공기 임무컴퓨터에 적용 

가능한 상용기성품 운영체계의 성능을 비교하였

다. C++를 이용해 충돌회피 알고리즘을 구현한 

후 상용기성품 운영체계를 모사된 임무컴퓨터에 

탑재하였다. 상용기성품 운영체계는 Microsoft사

의 windows embedded 8.1과 Linux사의 Ubuntu

를 사용하였다. 운용체계의 성능 비교를 위하여 

계산시간과 사용된 메모리 값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상용기성품 운영체계를 적용함

으로써 임무컴퓨터의 개발 기간 단축과 개발 비

용 감소에 기여할 것이다.

Ⅱ. 본 론

1. 무인기 충돌회피 알고리즘

1.1 알고리즘 특성 및 Flow chart

수직, 수평 충돌회피 알고리즘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구현된 수직 충돌회피 알고리즘은 Traffic

Alert and Collision Avoidance System(TCAS)를 

기준으로 구현하였고[13,14], 수평 충돌회피 알고리

즘은 Andrew Trapani, Heinz Erzberger and

William Dunbar의 연구를 기준으로 구현하였

다.[15,16] 3차원 충돌회피 알고리즘은 수직 충돌회

피 알고리즘과 수평 충돌회피 알고리즘을 동시에 

적용하였다. Figure 1은 항공기 좌표계이다. 3차원 

회피 알고리즘에 사용된 직선 운동방정식은 식

(1)~(3)과 같으며, 는 항공기의 속도, 는 비행경

로 각, 는 방위각을 나타낸다.[17]

 cos (1)

 sin (2)

  (3)

항목 수직 수평

상태변수
추정 방법

Nominal Nominal

상태변수 차원 Vertical Horizontal

충돌회피 방법 Prescribed Prescribed

회피 기동 Vertical Horizontal

다중충돌
회피 방법

Pairwise Pairwise

충돌 회피의
책임

Cooperative Cooperative

Table 1. Vertical collision avoidance

algorithm characteristics

Fig 2 Aircraft coordinate system

선회 운동방정식은 식(4)~(6)과 같으며, 은 

항공기의 선회반경 는 항공기 선회각, 는 중

력 가속도, 는 선회를 시작할 때부터의 시간,

 는 선회를 시작한 각 축의 위치이다. Sgn

은 matlab에서 사용되는 부호함수이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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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5)

  
  ·cos cos

 ·sinsin

(6)

여기서 충돌 확률 가 기준 값인 0.3 이상이 

되고, 최근접점까지 남은 시간 가 TCAS에서 

사용되는 기준 값 이하가 되면 충돌회피를 지시

하게 된다. 3차원 충돌회피 알고리즘에 적용된 

특성은 Table 2와 같고, Fig. 2는 3차원 충돌회피 

알고리즘의 Flow Chart이다.

상태변수 추정 방법 Probabilistic

상태변수 차원
Horizontal and

Vertical

충돌회피 방법 Prescribed

회피 기동
Horizontal and

Vertical

다중충돌 회피 방법 Pairwise

충돌 회피의 책임 Cooperative

Table 2. 3-D collision avoidance algorithm

characteristics

Fig. 3 3-D Collision Avoidance Algorithm

Flow Chart

1.2 알고리즘 시뮬레이션 결과

수직, 수평, 3차원 충돌회피 알고리즘을 C++로 

구현하였다. 각각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항공기가 서로 마주보며 오는 상황을 가정

하였는데, 이 때 조건은 Table 3과 같다. 시뮬레

이션 결과는 두 항공기 A, B의 이동경로, 고도로 

확인하였으며, 두 항공기가 충돌회피 기동을 하

는 것을 보였다. 충돌회피 기동의 그림은 Figs.

3~9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항 목 조건

항공기 A 위치   nmi

항공기 B 위치   nmi

항공기 A 속도 

항공기 B 속도 

항공기 A 헤딩 

항공기 B 헤딩 

수직 회피 시

상승/하강 속도


수평 회피 시

선회 각


Table 3. Simulation conditions

Figure 3은 수직 충돌회피의 3차원 시뮬레이션 

결과이고, Fig. 4는 수직 충돌회피 시 각항공기의 

고도 분리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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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ltitude separation results of Vertical

Collision Avoidance

Figures 5는 수평 충돌회피 시 지정 선회 각에 

따라 회피하고 있는 3차원 시뮬레이션 결과이고,

Fig. 6은 2차원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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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sults of Horizontal Collision

Avoidance three-dimensional simulation

-10 -5 0 5 10 15
-50

-40

-30

-20

-10

0

10

20

30

40

50

West-East(nmi)

S
ou

th
-N

or
th

(n
m

i)

 

 
AircraftA
AircraftB

Fig. 7 Results of Horizontal Collision

Avoidance two-dimensional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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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sult of 3-D collision avoidance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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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ltitude separation results of 3-D

Collision Avo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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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은 두 항공기가 수직, 수평 충돌회피를 동

시에 수행하고 있는 3차원 충돌회피 시뮬레이션 결

과이다. Figures 8은 3차원 충돌회피 시 수직 충돌

회피의 고도 분리를 보여주는 결과이고, Fig. 9는  

수평 충돌회피의 지정 선회 각에 따라 회피가 이루

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상용기성품 운영체계 성능 비교

동일한 무인기 충돌회피 알고리즘의 실행 파일을 서로 

다른 상용기성품 운영체계에서 구동하였을 때 처리시간과 

메모리 사용량은 Table 4, 5와 같으며, 결과 값은 각각의 

수직, 수평, 3차원 충돌회피 알고리즘을 1000번 구동하였

을 때 처리시간과 사용 메모리의 평균 값으로 하였다.

수직 충돌회피 알고리즘과 수평 충돌회피 알고리즘

은 상태추정방법을 nominal로 사용하여 처리 시간이 

서로 비슷하게 측정되었다. 하지만 3차원 충돌회피 알

고리즘은 상태추정방법이 probabilistic이므로, 모든 경

우의 충돌확률을 고려하게 되어 처리시간이 다소 오

래 걸리는 것을 확인하였다.

메모리 사용량의 경우 수직 충돌회피 알고리즘과 수평 충

돌회피 알고리즘은 약 350~380KB, 3차원 충돌회피 알고리

즘은 3700 ~ 4000KB 사이의 메모리 사용량이 측정되었다.

Embedded 성격의 운영체계인 Microsoft사의  

windows Embedded 8.1과 Linux사의 Ubuntu를 비교

한 결과 Linux사의 Ubuntu가 0.85 ~ 6.3msec의 빠른 

처리시간과 16 ~ 335KB 적은 메모리 사용량을 보였다.

Windows
Embedded 8.1

Linux Ubuntu

수직회피
알고리즘

6.23 5.38

수평회피
알고리즘

12.8 9.69

3차원 회피
알고리즘

23.9 17.5

Table 4. Process time of each operating

system (units: msec)

Windows
Embedded 8.1

Linux Ubuntu

수직회피
알고리즘

376 351

수평회피
알고리즘

380 364

3차원 회피
알고리즘

4060 3725

Table 5. Used memory of each operating

system (unit: KB)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무인기 충돌회피 알고리즘을 이

용해 운영체계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상용기성품 

운영체계 성능 비교를 위해 모사된 임무컴퓨터는 

Intel(R) Core2 CPU 2.13GHz 프로세서와 2GB

RAM를 사용하였다. 상용기성품 운영체계는 

Microsoft사의 windows Embedded 8.1, Linux

Ubuntu를 사용하였다. 무인기 충돌회피 알고리

즘은 C++를 이용하여 구현하였고, 동일한 실행 

파일을 이용하여 각각의 운영체계에서 계산시간

과 사용 메모리 값을 측정하였다. 무인기 충돌회

피 알고리즘을 각각의 운영체계에서 실행한 결과 

거의 동일한 회피 기동을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확인하였으며 Linux사의 Ubuntu가 상대적으로 

적은 메모리 사용량과 빠른 처리시간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자가 항공기용 임무컴퓨터에 

상용기성품 운영체계를 적용하여 개발 기간 단축

과 개발 비용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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