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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항공기 중 회전익기(機)

형태이지만 헬리콥터와는 다른 형상의 4-회전익

기를 기반으로 하는 무인기가 주목 받고 있다.

특히, 드론(drone)이라는 이름으로 통칭되어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하여 정찰이나 특수 임무를 갖

는 군수 분야를 차치(且置)하고라도 민간용의 항

공 촬영, 무인 택배부터 시작하여 개인 여가용까

지 다양하게 활용 및 연구개발 되고 있다. 최근

에는 개인용 운송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제

품까지 개발되어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실

정이다[1~3].

이러한 드론의 여러 관련 분야 중 개인용 운

송수단인  PAV(Personal Air Vehicle)의 경우에

는 향후, 운송 수단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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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PAV 형태는 이륙 시 

헬리콥터처럼 상승하여 프로펠러를 90도 앞으로 

향하게 조정하여 터보프롭 비행기처럼 비행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다. 이러한 형태는 이미 군

용 비행기로는 V-22 Osprey가 대표적이며, 우리

나라의 경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국내 기술로 

개발한 스마트 무인기(Smart UAV)가 이러한 형

태를 갖고 있다. 하지만, PAV가 운송수단의 역

할을 할 수 있으려면, 안정적인 비행 제어는 물

론이거니와 정확․정밀한 항법이 가능하여야 한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 운항을 더 정

확하고 정밀하게 제어하여 항로 상 항공기 이격

거리를 대폭 줄일 수 있고, 항공기의 접근절차 

시 더 안정적인 제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을 

고안하였다. 이 기술은 항공기 이격거리 최소화

와 항공기의 착륙이 어려운 환경(외란이 심한 환

경)에서도 강인 제어가 가능하여 항공기와 승객

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외란에 강인한 제어

를 목적으로 H-infinity 놈(H∞ norm) 값을 최소로 

하기 위해 유기체를 모방하여 만든 대표적인 입

자군집 최적화 알고리즘(PSO, Particle Swarm

Optimization)의 변형된 모델을 사용하였다. 특히,

기존 PSO 알고리즘의 단점인 조기수렴, 국부최

적화 문제 등을 해결한 향상된 알고리즘인 

PSO-SAPARB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입자군집 알고리즘 및 향상된 입

자군집 알고리즘 소개, 플랜트 대상인 VTOL 및 제

어모델을 다루고 있으며, 이 제어모델에 대해 각

각 PSO-SAPARB와 PSO-FIW 알고리즘을 수행시

킨 시뮬레이션 결과와 향후 KASS 시스템의 적

용에 대한 전망을 다루고 있다.

Ⅱ. 알고리즘 소개

1. 입자군집 최적화 알고리즘

동물, 새, 물고기 등의 무리 혹은 떼 등의 행동

패턴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알고리즘인 입자군집 최적화 알고리즘이 1995년 

말 Kennedy와 Eberhart에 의해 발표되었다[4, 5].

이 알고리즘은 간단한 2개의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해를 찾기 어렵거나 해석적인 방법이 아

직 발견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우수한 성능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연구되어지고 있

다[6~8]. 아래 식 (1), (2)는 PSO 알고리즘을 구현

하는 수식으로 각각 위치와 속도에 대한 업데이트 

식을 나타낸다.

    (1)

      

  
  

(2)

PSO 알고리즘은 주어진 문제의 해(solution)를 

나타내는 입자의 위치와 속도 업데이트를 통해 해

를 찾아가게 된다. 두 식에서 와 는 각각 입자

와 차원(dimension)을 의미하며, 와 는 무작

위값을 는 속도에 대한 가중치, 그리고, 과 

는 해를 찾는데 사용되는 가중값이다. 또한, 일정 

크기의 군집 혹은 떼( Swarm) 안에서 입자가 갖

는 최적위치벡터는 , 차원의 입자 의 위치벡

터는 이며, 전역적인 최적위치벡터는 이다

[4][5][9][20]. 이를 통해 PSO 알고리즘으로 주어진 

문제의 목적값 혹은 최적값을 구할 때 업데이트 

될 때마다 위치벡터를 갱신하면서 속도 관련 식에

서 국부적인 최적위치벡터와 전역적인 최적위치벡

터와의 차이를 이용하여 최적해를 찾게 된다. 즉,

현재 상태까지 저장된 최적위치벡터를 대입한 목

적값 비교를 반복수행을 통하면서 계속 업데이트

하여 문제의 목적에 근사한 가장 최적의 해를 구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PSO 알고리즘의 반복수행은 자

칫 국부해로만 만족하여 전역적인 해를 구하지 못

할 수도 있고, 이와 연관하여 문제의 목적값이 조

기에 수렴되는 단점이 있다. PSO 알고리즘의 여러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전체 속도식에 제한계

수를 곱하는 방법[10]이나 이전 속도값에 계수를 

곱하는 방법[11][12], 랜덤함수를 다른 확률분포를 

이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개발되어 왔다[20].

2. 향상된 입자군집 최적화 알고리즘

앞선 고전적인 초기 모델의 PSO 알고리즘이나 

그 변형된 알고리즘들에 존재하는 단점들을 보완

하기 위하여 조기수렴 문제와 탐색 능력을 배가하고

보다 더 넓은 지역을 검색해 전역해를 찾아내는  

PSO-SAPARB 알고리즘이 제안됐다[21].

이 PSO-SAPARB 알고리즘은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 그 특징들은 각각 알고리즘 수행 과

정에서 행해진다. 세 가지 과정은 각각 군집배치 

과정(SA, Swarm Arrangement process), 파라미터 

조정 과정(PA, Parameter Adjustment process) 그

리고, 반사경계 과정(Reflective Boundary process)

이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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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배치(SA)는 입자들의 집합인 군집(swarm)

을 차원에 따라 배치를 달리 한다. 즉, 차원의 

군집을 만들 때, 이전 차원의 유클리디안 거리(ED,

Euclidean Distance)만큼 이격하여 입자들을 위치

하도록 한다. 이 때, ED는 식 (3)과 같이 이전 차

원의 군집 안 입자들의 위치가 가장 작은 입자와 

큰 입자 사이의 거리로 계산한다. 식 (3)에서 

는 입자의 위치(Particle Position)를 나타낸다.

            max  min (3)

한편, 파라미터 조정(PA)의 경우는 국부 최적값

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혹은 전역해 탐색 능력 

배가를 위하여 식 (2)의 속도식의 첫 번째 항인 현

재의 속도 에 비례 계수를 라 할 때, 이 

와 식 (2)의 두 번째, 세 번째의 계수 , 와 같

은 주요 파라미터의 값을 임의의 임계값 안에서 

일정 비율로 증가하거나 초기화 시킨다. 이러한 

과정은 국부 최적값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전역해

를 찾는 탐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과정인 반사경계(RB)는 최

적화 알고리즘의 경계 조건에 해당한다. 탐색 공

간은 유한한 범위를 갖게 마련이다. 이 때 탐색 

공간의 범위 경계지점에서 재탐색을 하는 방법에

는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13]. 탐색 위치를 

경계지점으로 제한하는 방법, 랜덤하게 탐색위치

를 재선정 선정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반사경계 방법은 경계 부근의 처리 방법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갖게 한다. Fig 1은 반사경계에 대한 

입자의 재배치를 개념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Fig 1. Concept of Reflective Boundary

반사경계는 Fig 1과 같이 랜덤하게 배치되는 

입자의 위치가 경계범위를 과 같이 넘어

서게 될 때 그 차이만큼을 경계범위 안으로 
과 같이 재배치하는 방법이다[13].

Ⅲ. 수직이착륙 항공기 및 제어모델

1. 수직이착륙 헬리콥터와 정적출력궤환

향상된 입자군집 최적화 알고리즘(PSO-SAPARB)

의 성능을 살펴보기 위해 선정된 문제는 V-22

Osprey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스마트 무인기

(Smart UAV)같이 수직이착륙 가능한 수직이착

륙 헬리콥터(VTOL helicopter)의 종축 운동을 묘

사하는 아래와 같은 상태공간 데이터(state space

data)를 이용하였다[14, 19].

 






   
   
   
   





 

 






 
 

 
 





         

Fig 2. Flight example of VTOL (V-22 Osprey)

또한, 위  수직이착륙 헬리콥터인 플랜트 문제

를 정적출력궤환(SOF, Static Output Feedback)

문제로 다뤄 선형행렬부등식(LMI, Linear Matrix

Inequality) 방법[17]과 향상된 반복적 선형행렬부

등식(Improved ILMI, Improved Iterative LMI) 방

법[18]으로 구한 H-infinity 놈(H∞ norm)을 비교하

였다. 정적출력궤환문제는 제어기의 이득행렬을 

고정된 행렬 로 하고, 여기에 시스템 출력을 

곱한 결과를 새로운 제어입력()로 설정하기 때

문에 새로운 시스템 행렬은   의 형태를 

갖는다. 이러한 시스템 행렬을 갖는 플랜트의 안

정성을 확보하는 SOF 설계 문제는 아직 해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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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학적 해법이 발견되지 않은 NP-hard문제로 

알려져 있으며[15, 16], 향상된 입자군집최적화 

알고리즘을 검증하기에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

2. 수직이착륙 항공기 제어모델

3.1 절의 주요 행렬식들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수직이착륙 헬리콥터의 선형시불변시스템 식은 

아래 식 (4)와 같은 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17].











      

      

    
(4)

위 식 (4)에서 VTOL 헬리콥터의 대기속도(air

speed)를 135 knots로 할 때[19]의 착륙과 비행조

건을 나타내는 식 (4)의 파라미터 행렬들

(parameter matrices)은 아래와 같다[17, 18].

 






   
   
   
   





 

 






  
  
  
  





   











 
 

 
 



 


 


   

   
  



 


   

   


 


 


  

  
  



 


 

 


 


 


  

  


Ⅳ. 시뮬레이션 결과

1. 시뮬레이션 방법

시뮬레이션은 3.2절의 파라미터 행렬을 사용하

였으며, 향상된 PSO 알고리즘인 PSO-SAPARB

알고리즘을 수행하였다. 특히, 성능의 비교를 위해 

식 (2)에서 속도에 대한 가중치(Inertia Weight) 

와 , 값을 각각   ,   ,   로 

고정한 PSO-FIW (Fixed Inertia Weight) 알고리즘

을 실행하였으며, 초기 이 값들은 PSO-SAPARB

알고리즘과 같다. 알고리즘의 총 반복수는 3,000

회이며, 알고리즘 수행의 최종 성능은 H∞ norm

값을 비교하기 위해 매트랩(Matlab®) normhinf

내장함수를 사용하여 norm 값을 비교하였다. 이 

때, 알고리즘 수행 시 초기 H∞ norm 값을 으

로 설정하였다. 또한, 알고리즘 수행 시 차원은 

입력행렬 및 출력행렬의 차원이 각각 2이므로,

알고리즘이 풀어야 할 문제의 차원은 4이며, 입

자군집의 크기는 30으로 설정하였고, H∞ norm

값의 오차허용도는 으로 하였다.

아울러,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사용 툴은 

Matlab R2013a 버전이며, 컴퓨터 사양은 CPU는 

Intel® Core™2 Quad Q8400(2.66GHz), RAM은 

4G (2G DR3-10600×2), 운영체제는 Windows

XP Professional 2002 SP3이다.

2, 시뮬레이션 결과

시뮬레이션은 식 (4)의 측정치 출력(measured

output)안 의 외란행렬 이 영행렬일 때도 같

이 수행하여 H∞ norm 값과 추가적으로 제이이득 

행렬(×)의 원소값들의 추이도 살펴보았다.

0 20 40 60 80 100 120

1.15

1.2

1.25

1.3

1.35

iteration number

fit
ne

ss
 v

al
ue

 =
 H

in
f n

or
m

Fig 3. Variation of H∞ norm using
PSO-SAPARB (D21 ≠ 0)

Fig 3은 알고리즘 3,000회 반복수행에 대한 H

∞ norm 값의 변화 중 확인을 위해 일부를 확대

하여 나타낸 Fig으로 이 때, H∞ norm 값의 최소

값은 1.143303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값은 

[17]에서 얻은 1.183과 [18]에서 얻어낸 1.144 값

보다 더 작은 값으로 PSO-SAPARB의 성능의 우

수함을 알 수 있다.

이 때, 제어이득 행렬의 원소값들의 변화는 

Fig 4와 같다. Fig 4에서 가로축의 값은 총 알고

리즘 3,000회에 군집 사이즈 30이 곱해져서 매 

순간 알고리즘이 수행될 때의 제어이득 행렬 원

소값들의 전체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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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ariation of Gain Matrix elements using
PSO-SAPARB (D2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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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ariation of H∞ norm using
PSO-SAPARB (D2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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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Variation of Gain Matrix elements using
PSO-SAPARB (D21 = 0)

Fig 5는 의 외란행렬 이 영행렬일 경우로

H∞ norm 값의 최소값은 1.139336의 결과를 나타

내었다. 이 값 또한 [17, 18]에서 얻은 값들보다 

더 작은 값이다. 이 때, 제어이득 행렬 원소값들

의 전체 추이는 Fig 6에서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PSO-SAPARB 알고리즘이 아닌 고전

적인 방식 중 하나인 PSO-FIW 알고리즘을 이용

하여 이 영행렬이 아닐 때와 영행렬일 때를 

구분하여 H∞ norm 값의 변화 제어이득행렬 원

소값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Fig 7과 같이 

PSO-FIW 알고리즘은 이 영행렬이 아닐 때와 

영행렬일 때 모두 본 논문의 플랜트 예시인 정적

궤환출력 문제의 해를 적절히 찾지 못하여 H∞

norm 값이 초기 설정값()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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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Variation of H∞ norm using PSO-FIW
(D21 ≠ 0)

한편, 이 영행렬이 아닐 때와 영행렬일 때 

PSO-FIW 알고리즘을 이용한 제어이득 행렬의 

원소값들의 추이는 각각 Fig 8, 9와 같으며, 이를 

확대하여 각각 Fig 10, 11에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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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Variation of Gain Matrix elements using
PSO-FIW (D2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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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Variation of Gain Matrix elements using
PSO-FIW (D21 = 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6

-4

-2

0

2

4

6

8

10

iteration number

va
lu

e 
of

 th
e 

el
em

en
ts

 o
f K

 m
at

rix

Fig 10. Variation of Gain Matrix elements using
PSO-FIW (D21 ≠ 0) (partial enlar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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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Variation of Gain Matrix elements using
PSO-FIW (D21 = 0) (partial enlargement)

Ⅴ. 결 론

본 논문에서 수직이착륙기의 종축 제어기 설계문

제로 증명된 향상된 입자군집최적화 알고리즘

(PSO-SAPARB 알고리즘)의 성능은 향후 차세대 교

통수단 중 하나인 지상과 공중을 자유로이 다니는 

PAV의 제어에 보다 더 안정적인 방법론으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현재 가장 대중적인 위치확인 방법

인 GPS와 같은 위성항법시스템의 보급 확대는 PAV

와 같은 운송수단에 필수 요소가 될 것이며, 무결성

(integrity), 정확성(accuracy), 가용성(availability), 연

속성(continuity)이 보장된 성능으로 제공되는 위성기반 

보강항법시스템인 SBAS(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 시스템의 활용으로 보다 더 안전한 제어와 

운항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한국형 SBAS 시스템인 KASS(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의 경우 2014년 

사업이 착수되었으며, 2022년 10월부터 항공용 

서비스(Safety of Life service)인 APV-I급 서비스

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 APV-I급 서비스는 수평 

정확도 16m, 수직 정확도 20m, 최저접근고도 

75m, 무결성 ×(per approach), 경보시

간 10초, 가용성 0.99~0.99999의 사양[22]을 만족

하는 서비스로 특히, 항공기나 PAV와 같은 새로

운 운송수단에 사용될 수 있으며, 현재 사용하는 

일반 GPS 정보보다 수 미터 내외의 정확도를 갖

는 정보를 제공하여 드론(Drone)과 같은 무인기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외란에 강인한 제어를 위한 PSO-SAPARB 알고리즘과 

KASS 시스템의 항공용 서비스를 결합한다면, 정밀 정

확한 제어를 통해 착륙 시 사고를 줄여 항공기와 승객

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항시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항공기간의 이격거리를 더 조밀하

게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항공기 연료절

감을 통해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어 녹색항공 구현에도 이바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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