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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넓은 탐색영역에서 활동하는 드론에서 신속한 처치를 요하는 응급환자의 탐색, 신속한 경보와 대응을 요하는 자

연재해의 감시와 같은 응용 분야에서 목표물 파악의 시간(time), 즉 신속성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드론

의 실제 운영에 있어서 목표물을 파악하는 시간은 탐색 영역을 효율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탐색 알고리즘 및 드론 간

의 협업과 매우 연관성이 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목표물 탐색에 있어서 신속성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고도를 달리하는 드론들의 협력에 의한 확률기반 목표물 탐색 방법을 제안한다. 특히 제안한 방법은 고

(高)고도 드론이 우선 탐색을 실시하고, 탐색 결과를 저(低)고도 드론에 전달하여 보다 정밀한 탐색을 함으로써 탐색 

시간을 줄이고 목표물 발견의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제안된 방법의 성능을 분석한다.  

ABSTRACT 

For the drone that is active in a wide search area, the time to grasp the target in the field of applications such as 
searching for emergency patients, monitoring of natural disasters requiring prompt warning and response, that is, the 
speediness of target detection is very important. In the actual operation of drone, the time for target detection is 
highly related to collaboration between drones and search algorithm to efficiently search the navigation area. In this 
research, we will provide a search method with cooperation of drone based on target existence probability to solve 
the problem of quickness in drone target search. In particular, the proposed method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finding a target and shorten the search time by transmitting high-altitude drone search results to a low-altitude drone 
after searching first and performing more precise search. We verify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through 
several sim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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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드론은 골든타임(golden time) 내에 있는 조난자의 

구조, 전시(戰時)에서의 군사시설 및 이동무기의 파악,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의 감시 등 많은 응용 분야[1, 2]

에서 신속성을 요구한다. 드론은 넓은 예상 범위에서 

정확한 목표물의 위치를 파악하여야 하므로 데이터의 

수집과 전달에 있어서 목표물의 탐색에 많은 시간을 소

요한다[3]. 따라서 광범위한 탐색 영역에서 신속하게 목

표물이 존재하는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이 매우 필요하

다. 드론의 실제 운용에 있어서 정확성의 문제는 그림 1

과 같이 드론의 고도 변화와 매우 연관성이 깊고, 신속

성의 문제는 탐색 영역을 효율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탐

색 알고리즘 및 드론 간의 협업과 연관되어 있다[4].

한편, 드론은 원격지에서 사람이 직접 제어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목표물을 찾는 작업은 자율적으로 

효과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자율비행이 필요하다. 따라

서 드론의 탐색 알고리즘은 자율비행이라는 조건이 전

제된다. 자율비행 방법 중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방

법은 확률기반 탐색 (Probabilistic Search) 방법이다. 이

는 초기 탐색 정보를 기반으로 탐색 행동을 취하면서 

확률적인 방법에 의해 목표물의 존재여부를 결정해나

가는 방법이다.

Fig. 1 Rapidness of drone’s target detection

본 연구는 드론을 이용한 목표물 탐색에 있어서 신속

성의 문제와 정확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목표물을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도록 탐색 영역을 

신속히 결정해나가는 최적의 탐색 알고리즘을 고찰하

여, 나아가 목표물 탐색의 정확성을 고려하고 탐색의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탐색 고도의 제어 방법 및 

드론 간의 협업 방법을 연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드론의 자율비행에서 목표물 

탐색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개선된 확률기반 탐색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특히 제안된 알고리즘에서는 고

고도의 드론과 저고도의 드론이 서로 협력하여 목표물

을 탐색함으로써 탐색 시간을 최소화한다. 탐색 시나리

오를 제시하고 몇 가지 비교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된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고 분석한다.

Ⅱ. 관련 연구

현재까지 제안된 드론의 탐색관련 알고리즘 중 잘 알

려진 방법은 Greedy heuristics 알고리즘, Potential- 

based 알고리즘, Partially Observable Markov Decision 

Process(POMDP) 알고리즘 등이다[5]. 

Greedy Heuristics 알고리즘은 다음 셀을 위한 센싱

(sensing) 작업 이후에, 희생자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높이기 위하여 가장 높은 신뢰도 (highest belief)

를 가지는 이웃 셀로 이동하는 방법이다. Potential- 

based 알고리즘은 탐색영역에서 셀의 attractive 

potential과 repulsive potential의 합을 구하고 최소 

potential을 가진 셀로 이동하는 방법이다. Attractive 

potential 은 UAV가 목표물로부터 떨어질 때 증가하고, 

Repulsive potential은 UAV가 장애물에 근접할 때 증가

한다. 이웃하는 다음 셀을 선택할 때 두 potential의 합

이 가장 작은 셀을 선택하도록 한다. MDP (Markov 

Decision Process)는 순차적 의사결정 문제 해결을 위한 

일반적인 모델로, 의사결정 주체인 에이전트가 어떠한 

행동을 수행하면 행동과 환경의 상태에 따라 그 결과인 

보상값 (reward)이 주어진다. MDP 모델은 이러한 앞으

로 받을 수 있는 보상값을 최대화할 수 있는 행동을 알

고리즘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선택하게 한다[6]. 드론의 

목표물 탐색에서는 현재 상태를 부정확하게 관찰가능

한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관찰을 전제하는 MDP 모

델보다는 POMDP 방법을 사용한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최근의 탐색 방법

은 POMDP 탐색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5]. 하지

만, POMDP 방법은 계산의 복잡성으로 인해 넓은 영역

에 적용되기에는 매우 곤란한 측면이 있다. 즉, 탐색영

역이 증가함에 따라 매우 높은 계산 복잡도를 가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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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드론의 자율비행이라

는 조건을 감안하여, 드론 스스로 탐색 영역을 비행하

며 목표물 존재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확률기반 탐색 방

법[5]을 기반으로 탐색 알고리즘을 설계한다. 본 연구에

서 제안한 확률기반 탐색 방법은 고고도 드론과 저고도 

드론의 협력에 의해 탐색시간을 최소화하며 탐색의 정

확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확률기반 탐색에 관한 연구를 정리

하면 표 1과 같다. [7]은 초기의 확률탐색 방법에 대한 

연구로서 탐색의 문제와 탐색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탐색 셀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한 신뢰도 함수(belief, 

probability function)를 제시하고 있다. [8]은 고고도 드

론과 저고도 드론의 협력 방법을 제시한 초기의 연구이

다. 하지만 이는 구체적인 탐색 알고리즘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협력과 비협력의 비교에 중점을 두고 있다. 

[9]는 신뢰도 업데이트 함수를 위한 α와 β값을 실험적

으로 결정한데 의의가 있다. α는 거짓 탐지 (false alarm) 

확률을 의미하고, β는 누락 탐지 (missed detection) 확

률을 의미한다. [10]은 한 셀의 신뢰도 업데이트 함수를 

다수 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였고, 셀 구분 경계

선에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관측을 고려하였다. [7]은 

앞서 언급한 탐색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특정한 실험 환

경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Table. 1 Studies related to probabilistic search 

Study Features   Weakness

[7] Definition of drone’s target 
detection problem

No collaboration 
between drones

[8] Suggestion of cooperation 
between drones

No specific search 
algorithm

[9]

Determination α and β 
values for probability 

update function through 
experiments

No specific search 
algorithm and No 

collaboration between 
drones

[10]

Consideration of multiple 
complete cell obervations 

and unaligned cell 
observations

No specific search 
environment

[5] Analysis of drone search 
algorithms

No unique search 
algorithm

위에서 제시한 대부분의 확률기반 탐색에 관한 연구

는 드론의 확률 탐색을 위한 구체적인 드론 간의 협업 

방법, 구체적인 탐색 환경을 제시한 드론의 탐색 방법 

등이 부족한 편이다[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고도 드론과 저고도 드론의 

고도 제어 방법, 고고도 드론과 저고도 드론의 협업에 

의한 구체적인 탐색 방법을 포함하는 확률기반 목표물 

탐색 방법을 제안한다.  

Ⅲ. 제안 알고리즘

3.1. 목표물 탐색 문제

본 연구에서는  목표물 탐색 문제를 아래와 같이 정

의한다[5, 7].

1) 드론은 탐색 영역 A안에 있는 단독, 정적 목표물 xT

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탐색 영역 A는 |A|개 그리드(grid) 셀들로 분해된다. 

이때, 목표물은 최소한 하나의 셀에 존재한다.

3) 드론은 탐색 센서와 감시 센서를 갖추고 있다. 탐색 

센서는 탐색 셀 안의 드론의 위치를 알기 위한 것이

고, 감시 센서는 드론이 날고 있는 셀에 대해 목표물

의 탐지/미탐지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4) k번째 드론의 탐지 센서는 Mhk셀을 커버한다. 이때 

hk는 드론의 고도이다.

5) 제어 입력은 드론이 다음으로 이동할 셀로 향하는 이

동 방향(waypoint)이다.

각 고도에서의 드론은 |A| 셀로 구성된 신뢰도맵

(probabilistic map, belief map)을 가지고 있다. 신뢰도 

맵을 구성하는 각 셀은 목표물이 그 셀에 존재할 확률

을 가진다. 신뢰도 맵은 드론이 사전에 가지고 있는 지

형 지물 등 탐색 영역에 대한 정보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탐색 모델은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dt
a 는 시간 t에서 셀 a에 대한 탐색 측정치를 말하

며 0또는 1의 값을 가지는 이진 변수이다. xT=a는 a번째 

셀에 목표물이 존재함을 나타낸다. 

Prh(d
t
a = 1 |xT = a) = 1 - βh  (있다고 측정하고|실제 있

을 확률) 

Prh(d
t
a = 0 |xT = a) = βh      (없다고 측정하고|실제 있

을 확률, missed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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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h(d
t
a = 0 |xT ≠ a) = 1 - αh  (없다고 측정하고|실제 

없을 확률)

Prh(d
t
a = 1 |xT ≠ a) = αh      (있다고 측정하고|실제 없

을 확률, false alarm)

이때, Prh는 고도 h에서 셀 a에 대한 탐색 후의 목표

물 존재의 확률을 의미한다. αh는 고도 h에서 거짓 탐지

(false alarm)를 의미하고, βh는 누락 탐지(missed 

detection)를 의미한다. 탐지 확률은 UAV의 고도에 크

게 의존한다. 탐색 공간은 UAV의 고도에 따라 증가한

다. 고고도의 UAV는 저고도의 UAV보다 큰 탐색 커버 

영역을 가지고 낮은 센싱 해상도(낮은 탐색 확률)를 가

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거짓 탐

지와 누락 탐지의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UAV의 탐색의 문제는 목표 위치의 초기 신뢰도

(initial belief)를 나타내는 사전 확률 분배 함수(prior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 PDF)의 가정으로부

터 시작한다. 이 작업은 가우시안 분배(Gaussian 

distribution)[12] 또는 강 또는 산과 같은 환경적 특징에 

의존하는 목표물 위치의 개략적인 예측이 된다[5]. 이를 

통해 초기 신뢰도 맵이 구성되고, 이를 기반으로 목표

물이 해당 영역에 있을 확률이 확률 업데이트 함수 

(probability update function)를 통해 계산되고 각 관측 

후에 순환적으로 함수를 통해 확률값이 계산된다.  

Dt를 시간 t에서의 모든 셀들의 측정치라고 하고 

Pr(xT=a)를 셀 a에 목표물이 존재할 확률이라고 하면, 

셀 a의 이전(t-1) 확률과 셀 a에서의 측정치가 주어졌을 

때, 목표물이 셀 a에 존재할 확률은 베이스 정리(Bayes 

rule)[13]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이때, 식을 구성하는 각 요소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Dt = {d1, ..., dt}, Dt-1 = {d1, ..., dt-1}: 모든 셀 측정치

Pr(dt
a|xT = a, Dt-1) : 시간 t에서 셀 a에 대한 탐색 결과

Pr(xT = a|Dt-1): 이전 단계에서 목표물이 셀 a에 존재할 

확률값

Pr(dt
a|D

t-1): 측정의 주변화(the marginalization of the 

measurement)

측정의 주변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

때 H는 목표물 존재의 결정을 위한 이진 변수로 해당 

영역에 목표물이 존재하면 1, 존재하지 않으면 0의 값

을 갖는다. 

셀 업데이트 메커니즘은 그리드 셀이 서로 독립적이

라고 가정할 때, 즉, 신뢰도맵은 관측이 일어나는 단지 

그 셀에만 업데이트가 일어난다고 가정할 때, 순환 베

이시안 예측(recursive Bayesian estimator)[14]을 통한 

업데이트 방정식은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계산할 수 있

다. 시간 t에서의 관측이 존재(dt=1)인가 부존재(dt=0)인

가에 따라 아래와 같은 각각 다른 식이 적용된다. 

3.2. 고도 제어 방법

드론의 고도 제어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것

은 탐색 고도(높이)의 분할 문제, 즉 탐색 고도를 몇 개

의 레벨로 분할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탐색 영역

을 한 변의 길이가 a로 동일한 정사각 형태라고 가정할 

때, 그림 2와 같이 탐색 영역은 높이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는 아래의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15]. 

따라서 최고 상위 드론의 높이가 h라고 할 때, 탐색 

영역은 A이고, 높이가 2/4h인 하위 드론의 탐색 영역은 

1/4A가 된다. 높이의 문제에 관하여 [5]에서는 Level 1, 

Level 2 라고만 기술되어 있고 구체적인 높이에 관한 언

급이 없고, [6]에서도 저고도, 고고도 무인기로 구분하

여 탐색 역할을 나누고 있지만 구체적인 고도에 관한 

언급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고고도 드론과 저고도 드

론이 고도차를 1/2h로 유지하면서 탐색하는 방법을 연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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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lationship between search altitude and search 
area

둘째 문제는 탐색 영역의 분할 문제이다. 이는 드론

의 높이와 관련된다. 드론의 높이가 결정되면 관측 영

역이 계산된다. 드론의 카메라는 광각(어안) 렌즈로 되

어 있다. 광각 렌즈는 사각(寫角)이 180°를 넘는 초광각 

렌즈를 말한다. 이 렌즈의 가장자리 부분은 왜곡이 심

하게 발생하며, 일반렌즈에 비해 초점 조절이 쉽지 않

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획득된 영상은 넓게 보

이지만 그림 3과 같이 계산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위해 

탐색 영역을 사각형 형태로 한다. 초기 탐색 영역이 원

형이라고 할 때 반지름은 a가 되고 a와 높이 h는 아래와 

같은 관계를 가진다. 

,  

Fig. 3 Relationship between search altitude and search 
area

또한, 실제 탐색 영역 A를 구하기 위해서는 b값을 알

아야 한다. b와 a는 아래와 같은 관계를 가지며, 따라서 

탐색 영역 A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높

이 h에 따른 탐색 영역 A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3.3. 제안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는 탐색 고도의 조절에 따라 고고도에서 

우선 탐색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저고

도에서 상세한 탐색을 실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4는 제안된 고도차를 가지는 드론간의 협력에 의한 확

률기반 알고리즘을 보여준다. 알고리즘에서 Maxh와 

Minh는 드론의 최대탐색고도와 최소탐색고도를 의미

하고, Thb는 탐색성공확률의 문턱값을 의미하며, Ai는 

레벨 i에서의 탐색영역을 의미하고, hi는 레벨 i의 고도

를 의미하여, ci는 레벨 i에서의 각 셀의 신뢰도를 의미

한다.

Fig. 4 The proposed probabilistic search algorithm

제안된 알고리즘의 동작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고고도 

드론이 탐색 영역을 초기 탐색한다. 탐색 영역을 1/4등

분하여 가장 높은 신뢰도를 가진 셀을 포함하는 영역을 

정하고 이러한 정보를 저고도 드론에 전달한다. 저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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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은 전달받은 정보를 가지고 해당 영역을 탐색한다. 

저고도 드론은 고고도 드론의 동작과 같이 탐색 영역을 

1/4등분하여 가장 높은 신뢰도를 가진 셀을 포함하는 

영역을 정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저고도 드론에 전달한

다. 이때 신뢰도가 문턱값 이상인 경우 하위 드론으로

의 정보 전달을 중지하고 탐색 성공으로 간주하여 탐색

을 종료한다. 

3.4. 탐색 시나리오

고도를 달리하는 드론들은 그림 4에서 제시된 알고

리즘에 따라 협업에 의해 목표물을 탐색할 수 있다. 그

림 5는 상위 드론과 하위 드론의 협업 시나리오의 예를 

보여준다. 그림과 같이 상위 드론(H)과 하위 드론(L)은 

원점((0,0)위치)에서 탐색을 시작한다. 정한 한계 최대 

높이에 따라 상위 드론의 최초 탐색 영역이 정해지고

(여기서는 4 x 4), 상위 드론이 탐색을 시작한다. 탐색 

영역을 1/4로 나누고 가장 신뢰도가 높은 사분면 영역

이 어디 인지 파악한다. 보다 상세한 파악을 위하여 파

악한 정보를 하위 드론에게 전달한다. 하위 드론은 원

점에서 탐색을 시작하고 상위 드론이 초기 탐색을 할 

동안 탐색 영역의 가운데 지점으로 이동한다. 그 후 상

위 드론에서 신뢰도가 가장 높은 사분면 영역이 결정되

면 상위 드론의 정보를 받아서 해당 사분면의 중심으로 

이동한다. 해당 위치에 도착하면 하위 드론은 상세 탐

색을 하여 가장 신뢰도가 높은 영역을 찾고 목표물의 

존재를 결정한다.

상위 드론은 초기 탐색 위치 Hs에서 탐색을 시작

하고 탐색 결과를 하위 드론에게 전달하고 다음 위치

로 이동한다. 이동 위치는 상, 하, 좌, 우가 가능하며 선

택 방법(알고리즘)은 앞서 논했던 Greedy Heuristic, 

Potential-based, Linear search 방법 등이 가능하다. 따

라서 상위 드론은 H1 또는 H2 지점으로 이동한다. 하위 

드론은 Ls 지점(예)에서 탐색을 시작하고 문턱값 이상

의 신뢰도를 가지는 목표물을 찾지 못할 경우 상위 드

론에 따라서 다음 영역으로 움직인다. 하위 드론은 상

위 드론이 새로 탐색을 시작하는 위치에서 함께 대기하

며 탐색을 시작한다. 즉 H1 또는 H2지점으로 이동하여 

상위 드론이 정보를 제공할 때까지 대기한다. 

상위 드론의 최초 탐색 영역의 크기는 드론의 한계 

최대 높이에 따라 결정된다. 한계 최대 높이를 낮게 할 

경우, 상위 드론의 탐색 영역이 좁아지고 상위 드론과 

하위 드론 간에 정보 전달 등 협업에 의한 에너지 소모

가 심할 것이며, 한계 최대 높이를 너무 높게 할 경우, 

최상위 드론의 초기 탐색 결과에 대한 신뢰도 결정에 

따라 하위 드론이 탐색을 하게 되므로 초기 탐색의 결

과가 매우 중요하며 잘못된 결정일 경우 위험 부담이 

매우 크다. 따라서 카메라의 성능, 한계 신뢰도 등을 감

안하여 한계 최대 높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림 5의 격

자 모양 탐색 영역에서  4x4 크기가 상위드론의 최초 탐

색 영역의 크기가 되고, 하위드론의 탐색 영역은 2x2가 

된다.

Fig. 5 Collaboration scenario between higher-altitude 
drone and lower-altitude drone

Ⅳ. 성능 분석 

4.1. 시뮬레이션 환경

시뮬레이션을 위해 사용하는 탐색영역(area, map)은  

그림 6과 같다. 탐색영역에는 강(R)과 산책로(W), 나무

(T), 건물(B) 등 지형지물이 존재하고 목표물은 하나가 

랜덤한 지점에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드론은 사전에 탐

색 영역의 지형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목표물이 존

재할 가능성에 따라 사전 신뢰도 계산에 필요한 가중치

를 부여한다. 산책 또는 등산 중에 쓰러지는 등 길 위에

서 위급상황을 맞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산책길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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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목표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신뢰

도(probability) 계산에서 +0.2의 값을 적용하고, 강은 

–0.2, 건물은 –0.2, 나무는 –0.1의 값을 적용한다. 목

표물은 랜덤한 위치에 하나 존재하며, (1,1) 지점에서 

두 대의 드론이 출발한다고 가정한다. 그림과 같이 전

체 탐색영역은 8*8로 가정하고, 고고도 드론의 탐색영

역은 4*4, 저고도 드론 탐색영역은 2*2로 한다. 시뮬레

이션을 위한 구체적인 환경은 표 2와 같다. 신뢰도 업데

이트를 위한 α와 β값은 [9]의 같은 고도에서의 실험 측

정치를 이용하고 고고도 드론의 이웃 영역 선택 방법은 

선형(linear)으로 한다. 

8 W R

7 W R

6 W T R

5 T W R

4 W R

3 W B R

2

1

1   2 3  4 5 6 7 8

Fig. 6 Search area for simulation

Table. 2 Simulation environments

Category Contents

Simulation tool MATLAB

Size of search area 8 x 8 units

Number of drone 2

Average speed of drones 15km/h (4.1666667 m/s)

Search area of the high-altitude 
drone

4 x 4 units (altitude: 20m)

Search area of the low-altitude 
drone

2 x 2 units (altitude: 10m)

Search area of the 
lowest-altitude drone

1 x 1 units (altitude: 5m)

Limit probability 0.99

α and β values Experimemtal value of[7]

4.2. 결과 및 분석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 분석을 위하여 3.4절에서 언

급한 제안된 협력 알고리즘의 시나리오와 저고도 드론

에 의한 선형 탐색 방법을 비교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는 아래와 같다. 그림 7은 두 방법의 CPU time을 비교

한 것이다. 저고도 드론에 의한 선형 검색보다는 고고

도 드론과 저고도 드론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검색 

방법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Fig. 7 Comparison of the cumulative CPU time of each 
method

그림 8은 탐색 이후 탐색 성공의 간주(considered 

success) 까지 드론이 움직인 거리를 비교한 것이다. 고

고도 드론의 탐색 영역을 4등분하면서 탐색해나가는 방

법이 선형 탐색보다 탐색 성공까지 비교적 적은 거리를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Fig. 8 Comparison of the total search distance of each 
method

그림 9는 두 방법의 탐색 성공까지 소요되는 누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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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비교한 것이다. 시간의 계산에는 15km/h의 드론 

속도를 가정하였고, 두 고도의 드론 모두 동일한 속도

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림과 같이 협력에 의

한 탐색 방법이 탐색 성공까지 비교적 적은 시간이 소

모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시간과 거리 측면 모두에서 

고고도 드론과 저고도 드론의 고도가 각각 h와 1/2h일 

때의 협력이 h와 1/4h일 때의 협력보다 근소한 차이로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Fig. 9 Comparison of the total search time of each 
method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드론의 실제 운영에 있어서 광범위한 

탐색 영역에서 신속하게 목표물이 존재하는 위치를 파

악하는 방법으로 고도를 달리하는 드론의 협력에 의한 

확률기반 탐색 방법을 제안하였다. 특히 제안된 방법은 

탐색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고고도 드론과 저고도 드론

이 협력하여 탐색을 수행하도록 하고, 고고도 드론에서 

파악한 정보를 저고도 드론에 전달하여 보다 상세한 탐

색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광범위한 탐색영역에서 탐색

성공율과 계산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고고도 드론의 탐

색영역을 4등분하여 가장 신뢰도가 높은 하위 영역을 

선택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저고도 드론에 전달하는 방

법을 이용하였다. 

몇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된 방법과 저고도 드

론에 의한 선형 탐색을 비교하였다. CPU time에 있어서 

제안된 방법이 선형탐색보다 비교적 우수한 성능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탐색 성공 간주까지 드론이 이

동한 거리와 소요된 시간 측면에서도 제안된 방법이 선

형탐색보다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탐색영역을 보다 확장하여 이웃셀 선택 전략

과 함께 보다 확장된 영역을 효과적으로 탐색하는 방

법을 연구할 예정이고, 실험 환경에 가장 적합한 α와 

β값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추가로 연구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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