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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esent a path search scheme for the 
safe movement of the swarm of unmanned systems in 
unknown dangerous areas. Some of the swarm searches for 
the primary and secondary paths before the majority of 
swarm move through dangerous areas. In terms of rapid 
movement from the dangerous area and preparation for an 
accident, the primary path is searched first in the destination's 
direction. The secondary path is searched by considering the 
distance between the paths to guarantee a safe distance. The 
computer simulations show that the proposed scheme is 
suitable for the swarm of unmanne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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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군집 무인체계는 개미, 벌, 새 등의 생명체가 군집을 

형성하여 이동, 탐색, 공격 및 방어 등을 효율적으로 수

행한다는 사실에 착안한 것으로 다수의 무인체계가 획

득한 데이터를 상호 공유, 융합하여 주변 상황을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공동의 과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

한편, 군집 무인체계를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

한 연구가 주요 군사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하다. 소
형, 경량, 저가 로봇들로 구성된 군집체계를 감시정찰, 
통신중계, 폭발물 탐지, 자폭을 통한 공격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미국은 2017년부터 드론과 지상로봇으로 구성

된 대규모 군집 드론봇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미 

해군연구소 주관으로 군집 드론 개발사업인 LOCUST 
(LOw-Cost UAV Swarming Technology)를 추진 중이

다. 최근 한국군도 교전 임무 수행이 가능한 군집 무인

수상정 운용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을 착수하였다. 군집 

무인체계는 지상, 공중, 해양 등 모든 전투공간에서 활

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1, 2].
그런데 군집 무인체계를 군용으로 활용하는 경우, 적

의 공격에 의한 집단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으므로, 생존성 측면에서 보완대책이 필요하

다. 따라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지역을 통과 할 때, 
군집 형태로 이동하기 전에 소수의 무인체계가 해당 지

역을 정찰하여 안전한 이동 경로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

하다. 
본 논문은 군집을 형성하여 이동하는 무인체계가 미

확인 위험지역을 통과할 때 우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다수의 경로를 탐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Ⅱ. 경로탐색 알고리즘

경로탐색 알고리즘은 컴퓨터과학의 그래프 이론에서 

오랫동안 연구되어왔으며, 네트워크 라우팅 프로토콜, 
경로 계획, 트래픽 제어, 컴퓨터 게임, 수송 시스템 등에 

활용된다[3]. 경로탐색 문제는 크게 SSSP(Single source 
shortest path)와 APSP(All-pairs shortest path)로 구분된

다. SSSP는 경로 탐색의 출발지가 하나인 경우에 경로

를 탐색하는 것이고, APSP는 그래프에 속한 모든 정점

(vertex)의 조합 중에서 경로를 탐색하는 것이다[4]. 
최단 경로 탐색의 목적은 그래프 이론에서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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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ex)의 집합(V)과 가중치 간선(edge)의 집합(E)이 주

어졌을 때, V에 속하는 출발 정점(s)와 도착 정점(d) 사
이의 경로 중 간선의 가중치의 합이 최소가 되는 경로를 

찾는 것이다[5]. 경로 탐색의 입력은 집합 V와 E로 구성

된 그래프(G=(V, E))이다. 간선은 유향(directed) 또는 

무향(undirected)일 수 있고, 정점은 명시적인 가중치를 

갖거나 가중치가 없을 수 있다. 가중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중치를 1로 가정한다. 이때 가중치는 거

리, 이동 시간, 비용 등 다양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시
간에 따라 고정 또는 변경되는 값이다. 

최적의 경로탐색 알고리즘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의 유형(즉, 그래프)과 탐색의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Ⅲ. 운용 시나리오 및 가정사항

위험요소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을 통과하기 전에 군

집 무인체계 중 일부가 사전 정찰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의 안전한 경로를 탐색 후 나머지 무인체계들이 이동하

는 것이 안전하다. 실제로 이러한 방법은 대규모 병력, 
장비들이 이동할 때, 적의 공격으로부터 집단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런데 다양한 외부 변수들로 

인해 미확인 지역에 대한 안전성은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해당 문제는 동적 그래프(dynamic graph)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찰을 수행했을 때 탐색된 경로가 

일정 시간 이후에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고, 탐색한 경

로로 이동하는 중에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여 해당 경로

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찰을 통해 다수

의 경로를 탐색하여 그 정보를 본대에 편성된 무인체계

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본대에 

편성된 무인체계는 집단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수

의 경로로 분산하여 이동하거나, 이동 중 새로운 위험이 

식별되었을 때 다른 경로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

이다. 그림 1은 군집 무인체계가 미식별 위험지대를 통

과하는 상황을 개념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정찰을 수행

하는 무인체계는 정찰을 통해 2개의 경로를 탐색한다. 
본 논문에서는 군집 무인체계의 이동과 관련하여 아

래 사항을 가정한다. 
첫째, 군집 무인체계는 안전이 확인된 지역에 대해서 

동일한 경로를 이용하여 이동한다. 하지만 위험이 예상

되는 미확인 지역을 통과할 때는 군집 무인체계들을 다

수의 본대와 소수의 선발대(또는 정찰대)로 구분한다. 
둘째, 선발대로 편성된 무인체계는 위험 지역에서 다

수의 안전한 경로를 탐색하고 이를 본대의 무인체계들

과 공유한다. 
셋째, 본대의 무인체계는 선발대에 의해서 탐색된 경

로들 중 하나를 이용하여 위험 지역을 통과한다. 이때 

무인체계가 선택한 경로에 새로운 위협을 식별하였다

면 전달받은 다른 경로를 이용한다.
넷째, 각 무인체계는 GPS 등의 위치항법시스템을 이

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인식한다. 따라서 현재의 위치에

서 목적지까지의 방위각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무인체계들의 최종 목적지는 동일하다. 

Ⅳ. 제안하는 기법

제안하는 경로탐색 방법은 주경로 탐색과 예비경로 

탐색으로 구분된다. 위험지역을 통과하기 전에는, 선발

대의 무인체계가 목적지까지 이동하면서 주경로를 탐

색하고, 목적지 도착 후 복귀하면서 예비경로를 탐색한

다. 주경로와 예비경로는 선발대 무인체계가 탐색을 마

치고 출발지로 돌아왔을 때 본대 무인체계들에게 공유

된다. 표 1은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주요 기호와 의미를 

나타낸다. 

4.1. 주경로 탐색

무인체계는 위험 지역을 신속히 통과하기 위해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 G로 향하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탐색

한다. 이는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휴리스틱

(heuristic)을 경로 탐색을 위한 비용에 포함시키는 A* 
알고리즘과 유사하다[6]. 

Fig. 1 Conceptual diagram for maneuver of swarm 
unmanne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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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 Meaning 

S Start point

G Goal point

 Primary path

 Primary path converted to straight line

 Secondary path

  Euclidean distance between point  and path 

   Hausdorff distance between path  and path 

 Maximum allowable distance of  

  Euclidean distance between point  and point 

Table. 1 Symbols and meaning

4.2. 예비경로 탐색 

주경로 탐색을 마친 무인체계는 목적지에서 출발지로 

복귀하면서 예비경로를 탐색한다. 예비경로는 주경로에

서 적절히 이격 되어야 한다. 이때 예비경로가 주경로와 

너무 멀어지면 이동 효율성이 떨어지고, 반대로 주경로

와 너무 유사하면 이동의 안전성이 저하된다. 주경로와 

예비경로의 이격 정도의 적절성은 무인체계의 종류, 수
행하는 임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비경로 탐색시 

현재 위치 x에서 주경로까지의 거리(= )에 따

라 탐색 우선순위를 변경한다. 
예비경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를 주경

로에 대한 도함수 계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주경로는 각종 장애 요소들을 우회하기 위해 곡선 

형태가 될 것이다. 곡선 경로에 대한 도함수 계산은 많

은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사 작전을 위해 고속으로 

이동하는 군집 무인체계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주경로를 직선 형태로 

변환하고, 현재 위치 x에서 변환된 주경로까지의 거리

(=dist( , x))를 예비경로 탐색에 사용하는 방법을 다음

과 같이 제안한다.
은 출발지 S와 목적지 G를 이용하여 쉽게 구할 수 

있다. Pp는 목적지 G로 향하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탐색

한 결과이기 때문에 S와 G를 지나는 직선과 유사한 형

태로 나타난다. 
한편 dist( , x)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국 직

선 와 점 x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식 (1)과 같이 간

단히 구할 수 있다. 

Fig. 2 Distance between current point  and approximate 
primary path 

  
 (1)

  와   와의 크기 관계에 따라 예비경로를 

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규칙으로 경로를 탐색한다. 
-      : 주경로에서 먼 방향을 우선 탐색 

-    ≥  : 출발지 S 방향을 우선 탐색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예비경로는 주경로와 적절히 

이격된 형태로 선정된다. 

Ⅴ. 성능 분석

5.1. 실험 방법

위험 지역은 N×M 크기의 그리드 그래프로 표현하고, 
N×M개의 정점 중 c%는 무인체계가 이동할 수 없는 정

점으로 임의로 선정한다. 정찰을 수행하는 무인체계의 

출발지점은 그래프의 좌측 끝 정점 중 하나가 임의로 선

택되며, 도착점은 그래프의 우측 끝 정점 중 하나가 임

의로 선택된다. 무인체계의 이동 방향은 동, 서, 남, 북, 
북동, 북서, 남동, 남서 등 8개 방향으로 접근 가능한 인

접 정점을 이동하며, 제안한 기법에 따라 주경로와 예비

경로를 선정한다. 는 운용 환경에 따라 선택되므로 

다양한 값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주경로와 예비경로의 유사도를 식 (2)와 같이 Hausdorff 

거리로 계산한다. Hausdorff 거리는 두 경로의 각 지점

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점들 중 가장 큰 거리

를 의미한다[7]. 

D(Pp, Ps) = max{min{d(p, s)}} (2)
                                    p∈P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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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실험 결과

그림 3은 실험 결과의 예제를 나타낸다. 주경로는 신

속한 위험지역 이탈을 위해 출발지에서 목적지를 향하

는 방향으로 경로가 선택되고, 예비경로는 우발상황에 

대비하여 주경로와 이격된 형태로 선택된다. 
표 2는 THd에 따른 Hausdorff 거리를 나타낸다. 거리

는 각각 1,000번의 실험결과에 대한 평균값이다. THd가 

증가함에 따라 Hausdorff 거리가 증가한다. 즉, 주경로

와 예비경로가 정상적으로 이격된다. 

Fig. 3 Example of path search result 
(X: blocked vertex, O: vertex for primary path, * : vertex 
for secondary path, → : primary path, - ->: secondary path)

THd DH(Pp, Ps) DH(Ps, Pp)

2 4.04 4.51

3 4.72 5.47

4 4.88 5.55

5 4.92 6.54

Table. 2 Hausdorff distance between primary and 
secondary path according to THd (N= 10, M=20, c=15)

Ⅵ. 결  론

본 논문은 군집 무인체계가 미식별 위험지역을 통과

할 때 집단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이동 경로를 

탐색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군집 무인체계 중 일부가 

사전 정찰을 통해 주경로와 예비경로를 탐색한다. 위험 

지역의 신속한 이동과 우발 상황 대비를 위해, 주경로는 

목적지 방향을 우선적으로 탐색하고, 예비경로는 요구

되는 경로간의 이격 거리를 고려하여 탐색을 수행한다. 
다양한 환경에서의 모의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기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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