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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article describes a path planning algorithm for fixed-wing UAVs when a real terrain should be considered. Nowadays, 

many UAVs are required to perform mission flights near given terrain for surveillance, reconnaissance, and infiltration, as well as 

flight altitude of many UAVs are relatively lower than typical manned aerial vehicles. Therefore, real terrain should be considered in 

path planning algorithms of fixed-wing UAVs. In this research, we have extended a spline-RRT* algorithm to three-dimensional 

planner. The spline-RRT* algorithm is a RRT* based algorithm, and it takes spline method to extend the tree structure over the 

workspace to generate smooth paths without any post-processing. Direction continuity of the resulting path is guaranteed via this 

spline technique, and it is essential factor for the paths of fixed-wing UAVs. The proposed algorithm confirm collision check during 

the tree structure extension, so that generated path is both geometrically and dynamically feasible in addition to direction continuity. 

To decrease degrees of freedom of a random configuration, we designed a function assigning directions to nodes of the graph. As a 

result, it increases the execution speed of the algorithm efficiently. In order to investigat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planning 

algorithm, several simulations are performed under real terrain environment.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is proposed algorithm 

can be utilized effectively to path planning applications considering real ter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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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무인시스템은 최근 들어 비약적으로 기술적 발전이 이루

어진 분야 중 하나이다[1].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항법 및 영

상 등을 포함한 센서시스템의 발전과 이러한 데이터를 무인

시스템 안에서(on-board computing) 처리하기 위한 내장형 시

스템(embedded system)의 발전과 관련이 깊다. 또한 무인시스

템의 신뢰성 증가로 인하여 기존의 유인시스템을 차차 대체

해 나가고 있으며 기존에 유인시스템에서 해결하기 힘들었

던 각종 임무들을 무인시스템을 도입함으로 해결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무인시스템의 범주 안에서도 무인항공기(UAVs: Unmanned 

Aerial Vehicles)는 널리 주목을 받는 시스템으로서, 지상에 있

는 시스템에 비하여 넓은 영역을 아우를 수 있으며 항공촬영, 

특정 지역의 감시 및 정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 할 수 있

으므로 그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폭넓은 

활용도로 인하여 무인항공기에 대한 수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는데 현재 기본적인 자세제어와 경로점 비행(way-point 

flight)은 연구가 완성단계에 이르렀고 또한 정밀하게 제어가 

되며, 많은 상용 또는 오픈소스(open source) 소프트웨어 기반 

자동비행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다[2]. 

무인항공기에 대한 연구는 현재도 계속 진행되어 자동화 

기능을 더욱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그 중 

하나로서 경로계획법에 대한 연구[3]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

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 경로점 비행 또는 경로추종 비행

(path following flight)에 대한 명령을 생성하게 된다. 경로계획

법은 경로를 계획하는 환경에 장애물이 존재하거나 경로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제약조건을 만족해야 할 경우 매

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고정익 무인항공기의 경우는 

이러한 제약조건이 특히 많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비행고도

가 유인항공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림 1과 

같이 지형을 고려하여 충돌이 없는 경로를 생성하여야 하며, 

경로의 방향에 대한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등 여러 제약

조건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무인항공기의 자율성을 더 높이

고 여러 임무의 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경로를 생성하기 위하

여 경로생성 기법은 필수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제 지형의 그림 (위도: 

47.482866°, 경도: -123.562960°). 

Fig.  1. Plot of real terrain data used in this research (Latitude: 

47.482866°, Longitude: -123.56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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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RRT* 알고리즘을 활용한 간단한 경로계획. 

Fig.  2. Simple planning result using basic RRT* algorithm. 

 

경로계획법은 로보틱스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

며,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4]. 크게 그리드 및 샘플링 기반 알

고리즘[5]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리드 기반에서는 D* 및 A* 

알고리즘이, 샘플링 기반 에서는 RRT (Rapidly Exploring 

Random tree) [6] 및 PRM (Probabilistic Roadmaps) [7] 알고리즘

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Single query 문제에서는 특히 RRT 알

고리즘이 주로 사용되는데 이 알고리즘은 복잡한 환경에서 

경로계획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참고문헌 [8]에

서는 기본적인 RRT 알고리즘에 스플라인을 적용하여 부드

러운 경로를 생성하였고, 참고문헌 [9]에서는 B-Spline을 적용

하여 무인전투기에 활용이 가능한 경로계획 알고리즘을 서

술하였다. 이러한 스플라인 기법의 적용은 기존에 RRT 알고

리즘이 가지고 있던 부자연스러운 경로의 생성을 해결하며 

알고리즘의 활용가능성을 높여주었다. 하지만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RRT 기반 알고리즘은 경로의 최적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RRT* 알고리즘[10]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그래프의 노드 수가 증가할수록 생성

된 경로가 최적경로에 수렴하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그림 2

는 RRT* 알고리즘을 활용한 간단한 경로계획을 보여주는데, 

시작점은 왼쪽 아래이고 목표점은 오른쪽 위에 해당한다. 장

애물이 없으므로 최적해는 두 점을 잇는 직선이 되는데 그림 

2(a)에서 그림 2(d)로 갈수록 그래프의 노드 수가 증가하며 

직선에 가까워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RRT* 알고리즘은 기존의 RRT 알고리즘에 추가적

으로 최적성을 보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특성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RRT*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고정익기에 적합

한 부드러운 경로의 생성을 위해 스플라인 기법을 도입하고, 

경로생성에 요구되는 지형과의 충돌회피 및 동적한계의 고

려를 그래프 트리구조의 확장에서 고려하여 비행가능한 경

로를 생성하게 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spline-RRT* 알고리즘에 대하여 서술하고, 계속하여 시뮬레이

션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마지막으로 결론을 서술하였다. 

II. 경로계획 알고리즘 

본 장에서는 실제 지형을 고려한 환경에서 고정익 무인항

공기에 적합한 최적경로를 생성하기 위한 경로계획 알고리

즘을 서술한다. 참고문헌 [11]에서는 2차원 환경에서 횡방향 

가속도 제한을 고려한 최적경로를 생성하기 위하여 Spline-

RRT* 알고리즘을 활용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 알고리즘

을 3차원으로 확장하고 이로서 실제 지형을 고려한 최적경

로를 생성할 수 있게 하였다. 

1. Three-dimensional Spline-RRT* Algorithm 

고정익기의 비행경로는 회전익기와는 다르게 경로생성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우선 고정익기의 비행경

로는 방향에 대하여 연속적이어야 하고, 또한 그 비행경로가 

대상 고정익기의 동적한계 내에 존재하여야 한다. 이 두 사

항은 경로생성시에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하는데, 방향의 연

속성은 Spline-RRT*알고리즘의 트리구조에 스플라인을 고려

함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동적한계는 트리구조를 확장할 때 

Dynamic Feasibility를 확인함으로 고려될 수 있다. 또한 3차원 

Spline-RRT* 알고리즘은 RRT* 알고리즘에 기반하므로, 트리

구조의 노드의 수가 증가할 수록 생성된 경로의 비용이 감소

하면서 최적경로에 수렴하게 된다. 

2. Algorithm 1: Extend Spline-RRT* 

트리구조를 확장하기 위하여 Extend Spline-RRT* 함수가 

사용되며 이 함수의 의사코드는 Algorithm 1에 나타내었다. 

트리구조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Random Configuration이 사용

되는데 이것은 각 차원에서 임의로 값을 지정하여 생성된다. 

본래는 위치자유도 3과 방향자유도 2를 합하여 총 5개 자유

도를 가지는 공간에서 임의로 Random Configuration을 생성해

야 하지만 이는 자유도가 너무 높아 알고리즘의 실행속도를 

늦추게 된다. 따라서 3차원의 위치만 임의로 값을 지정하고 

방향은 하위함수 GetDirection을 통하여 얻게 함으로서 알고

리즘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이 함수를 포함한 중요한 

하위함수의 정의와 설명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GetAngle(v1, v2): 이 함수는 두 벡터의 사이각을 반환한다. 
 

GetDirection(x1, v2): 이 함수는 그림 3에서 나타낸 것처럼

Child 노드의 방향 단위벡터 fe 를 반환한다. Parent 노드 x1은 

( , )
i i

p e 와 같으며 
i

p 와 
i
e 는 각각 노드의 위치벡터 및 방향 

단위벡터를 의미한다. v2는 Child 노드의 위치벡터 fp 이다. 

fe 는 단위벡터 
1
e 을 회전축 벡터 

axis
e 에 대하여 

1
θ 만큼 회

전하여 얻을 수 있다. 
1
e 과 

axis
e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 ) /f i f i= − −e p p p p  (1) 

 
( )

( )

i f i

axis

i f i

× −

=

× −

e p p
e

e p p
 (2) 

 

ip

ie

1
e

1
θ

fe
fp

1
D

1
D

1
θ

 

그림 3. 하위함수의 설명을 위한 그림. 

Fig.  3. Illustration for sub-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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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x1, x2): 이 함수는 노드 x1에서 노드 x2까지의 비용을 

계산하여 반환한다. 예를 들어 가장 짧은 경로를 찾기를 원

한다면 이 함수가 x1에서 x2까지의 거리를 계산하여 반환하

도록 하면 된다. 

 

FeasibilityCheck(x1, x2): 이 함수는 노드 x1과 노드 x2가 구

성하는 엣지가 트리구조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이 

엣지가 지형과 충돌이 없고 대상 항공기의 동적한계 내에 존

재할 경우 TRUE를 반환하며, 둘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

할 경우 FALSE를 반환한다.  

 

Algorithm 1: Extend Spline-RRT*
rand

(G,p )  

01: ' ;←V V  ' ;←E E  
,

;new optimalc ←∞  

02: 
nearest

←x Nearest ( , );
rand

G p  

03: 
new

←p Steer ( , );
nearest rand

x p  

04: 
near

←X Near ( , , );
new

G p V  

05: for all 
near near

∈x X  do 

06: 
new

←e GetDirection ( , );
near new

x p  

07: {( , )};
new new new

←x p e  

08: if FeasibilityCheck ( , )
near new

x x  then 

09: 
,new cur

c ← Cost ( , );
init new
x x  // Parent node of xnew is xnear  

10: if 
, ,new cur new optimalc c<  then 

11: min
;

near
←x x  

,

;new optimal new←x x  

12: 
, ,

;new optimal new curc c←  

13: end if 

14: end if 

15: end for 

16: 
,

' ' { };new optimal← ∪V V x  
min ,

' ' {( , )};new optimal← ∪E E x x   

17: for all 
min

\ { }
near near

∈x X x  do 

18: 
,near ref ←e GetDirection 

,

( , );new optimal nearx p  

19: if GetAngle 
,

( , )near ref near allowθ<e e  then 

20: if FeasibilityCheck 
,

( , )new optimal nearx x  then 

21: 
,near cur

c ← Cost ( , );
init near

x x  

22: 
,near new

c ←Cost ( , );
init near

x x // xnew,optimal’s child is xnear 

23: if 
, ,near new near cur

c c<  then 

24: parent
←x Parent ( );

near
x  

25: ' ' \ {( , )};
parent near

←E E x x   

26: 
,

' ' {( , )};new optimal near← ∪E E x x   

27: end if 

28: end if 

29: end if 

30: end for 

31: return ' ( ', ');=G V E  

 

노드 x1과 노드 x2는 각각 ( , )
i i

p e 와 ( , )f fp e 로 정의된다 

(그림 3 참고). 각 노드의 위치와 방향 정보가 주어졌으므로, 

3차 베지어 커브 기반 스플라인 기법을 활용하여 곡선의 엣

지를 생성할 수 있다. 수식은 아래에 정리하였다. 

 3 2 2 3

1 2
( ) (1 ) 3 (1 ) 3 (1 )i fs s s s s s s= − + − + − +B p p p p  (3) 

 
1

/ 3i i f i= + −p p e p p  (4) 

 
2

/ 3f f f i= − −p p e p p  (5) 

여기에서 ( )sB 는 생성된 엣지를 나타내며 변수 s의 범위는 

0부터 1까지 이다. 이렇게 얻어진 엣지는 지형과의 충돌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산화된 충돌확인 (Discretized Collision 

Check)을 수행하며, 엣지의 고도가 지형의 고도보다 위에 있

을 경우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동

적한계에 대한 판단은 생성된 엣지의 선회반경 
turn

R 을 계산

하고, 이 값이 항공기의 최소 선회반경 
min

R 보다 클 경우 동

적한계 내에 존재한다고 판단하도록 하였다. 선회반경 
turn

R

은 다음의 방정식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turn i c

R = −p p  (6) 

 
22

2( )

( ) ( ( ))

i i
i

T

i f c i f

i f i i f i i

•⎡ ⎤⎡ ⎤
⎢ ⎥⎢ ⎥

− = −⎢ ⎥⎢ ⎥
⎢ ⎥⎢ ⎥× − × − •⎣ ⎦ ⎢ ⎥⎣ ⎦

e p
e

p p p p p

e p p e p p p

 (7)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두 부분은 Eq. 3-7을 사용하여 판단

할 수 있으며,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FeasibilityCheck 

함수는 TRUE를 반환하며, 아닐 경우 FALSE를 반환한다. 

 

Extend Splinie-RRT* 함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

는데 첫 부분은 
new

x 에 대한 Parent 노드를 선택하는 과정이

며 Algorithm 1의 5-16줄에 해당한다. 우선 
new

p 에 대한 방향

을 GetDirection 함수를 통하여 얻고, 이산화된 충돌확인 과

정을 거쳐 비용을 계산한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가장 최적

의(비용이 최소가 되는) Parent 노드를 산출하고 이에 해당하

는 노드와 엣지를 그래프에 추가한다. 다음 두 번째 부분은 

Re-wiring 과정으로서 
near

x 의 Parent 노드를 
,new optimalx 로 바

꾸었을 때, 기존의 비용보다 감소가 가능하다면 Parent 노드

를 바꾸어 트리의 구조를 바꾸는 과정을 의미한다. Algorithm 

1의 18-19줄은 
near

x 의 Parent 노드를 바꾸어서 얻은 새로운 

방향벡터가 기존의 방향과 얼마나 각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계산하는 과정이다. 미리 지정한 값인 
allow

θ 보다 작은 값을 

가질 경우, 새롭게 구성되는 엣지가 동적한계 내에 존재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이러한 코드를 설계하게 되었고, 결과

적으로 불필요한 FeasibilityCheck를 수행하지 않아도 되므로 

전체적으로 코드 실행의 효율이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

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 스플라인 기법이 적용된 부드러운 

트리구조가 확장되므로 효율적인 경로를 얻을 수 있다. 

 

III. 시뮬레이션 

알고리듬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

였다. 실제 지형을 활용하여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하였고, 

여기에서 시작점과 목표점을 지정하여 경로계획을 하였다. 

시뮬레이션에서 2차원의 경우 경로계획 결과는 그림 4에 나

타내었고, 3차원의 경우는 그림 5에 있다. 시뮬레이션과 관련



실제지형을 고려한 고정익 무인항공기의 최적 경로계획 

 

1275

된 여러 변수들과 이에 따른 값은 표 1에 정리하였다. 2차원 

경로계획에서는 대상 항공기가 고정된 높이 80m를 비행하게 

설정하였고 3차원 경로계획에서는 80 - 130m를 비행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이 값은 대상이 되는 지형과 비행조건을 고려

하여 상황에 따라 다른 값을 지정할 수 있다. 시작점 및 방

향, 그리고 목표 영역의 중심점은 2차원과 3차원의 경우를 

효과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같은 값으로 지정하였다. 2차원

의 경우 목표영역은 원이 되고 3차원의 경우는 구가 되며, 

목표영역의 반지름은 100m로 설정하였다. 생성된 엣지의 동

적한계 확인과 관련된 변수인 최소 회전반경은 185m로 설정

하였는데, 이 값은 비행속도 30m/sec에서 횡방향 가속도가 

0.5g정도일 때의 회전반경이 된다.  

2차원의 경우에 대한 경로계획을 할 때에, 생성된 경로의 

비용은 경로의 길이(단위 m)로 설정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

은 그래프의 노드가 증가하면서 비용이 감소하므로 결과적

으로 길이가 짧은 경로를 반환하게 된다. 그림 4에서 붉은 

선은 생성된 경로, 검은 선은 목표영역, 파란 점은 엣지가 서

로 이어지는 점이다. 그리고 청록색 선은 그래프의 엣지이고, 

초록색 점은 그래프의 노드가 된다. 그래프의 노드 수가 

1000일 때는 생성된 경로의 비용은 2051.0 (그림 4(a)), 2000에

서는 1927.1 (그림 4(b)), 3000에서는 1911.8 (그림 4(c)), 4000에

서는 1898.2 (그림 4(d))으로서 비용이 계속하여 줄어들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로서 제안된 알고리즘이 점근적으

로 최적해(asymptotical optimality)를 반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항은 그림 4에서 보듯이 장애물이 비교적 없는 넓은 영

역에서 그래프의 트리구조가 직선으로 곧게 뻗어있는 것으

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경로의 비용을 거리로 설정한 경우 

경로의 최적해가 직선이기 때문이다. 또한 2차원에서 최적해

로 알려진 Dubins Curve[12]는 원과 직선으로 이루어진 경로

를 의미하는데, 그림 4(d)를 보면 이와 비슷하게 경로가 생성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제안된 알고리

즘이 점근적으로 최적해를 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차원에서의 경로계획 결과는 그림 5에 나타내었다. 2차원

의 경우와는 다르게 고도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표   1. 시뮬레이션의 변수와 값. 

Table 1. Simulation parameters. 

Initial position (1200, 800, -80) [m], NED 

Initial heading 45 [deg] 

Initial flight path angle 0 [deg] 

Center position of the goal area (600, 300, -80) [m], NED 

Radius of the goal area 100 [m] 

Minimum turning radius 185 [m] 

Altitude in 2D case 80 [m] 

Altitude range in 3D case 80 ~ 130 [m] 

Allowable angle 10 [deg] 

Scale factor of the altitude map 1/5 

 

 

(a) (b)

(c) (d)

그림 4. 경로계획 결과 (2차원). 

Fig.  4. Path planning result (two-dimensiona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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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구조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드의 수가 3000

에서는 비용 값이 1701.0 (그림 5(a)), 6000에서는 1528.6 (그림 

5(b)), 9000에서는 1523.4 (그림 5(c)), 12000에서는 1476.2 (그림 

5(d))가 되고 이로 미루어 2차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드의 

수가 증가하면서 최적해에 수렴함을 알 수 있다. 그림 5(e)와 

그림 5(f)를 비교하면 이를 확실히 알 수 있으며, 비용이 가

장 작은 경로인 그림 5(f)에서는 시작점에서 출발하여 상승을 

함과 동시에 오른쪽으로 선회를 하여 목표영역으로 방향을 

틀고 선회가 끝나가는 시점에서는 하강을 하여 목표영역에 

도달하는 경로가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로는 

지형과의 충돌이 없고, 대상 항공기의 동적한계 내에 존재하

며, 그래프의 노드가 충분하다고 가정할 때 최적해와 가까운 

경로가 된다. 따라서 위의 시뮬레이션의 결과로 미루어 보아 

제안된 알고리즘은 실제 지형을 고려한 경로계획을 수행할 

때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실제 지형을 고려하는 고정익 무인항공기

의 경로계획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RRT* 알고리즘에 기반한 spline-RRT* 알고리즘으로서 고정

익 무인항공기의 경로에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인 방향의 연

속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이며, 3차 베지에 커브를 

활용한 스플라인 기법을 채택하였다. 

본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생성된 경로는 지형과 충돌이 없

 

(a) (b)

(c) (d)

(e) (f)

 

그림 5. 경로계획 결과 (3차원). 

Fig.  5. Path planning result (three-dimensional case). 

Dasol Lee and David Hyunchul 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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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그래프의 트리구조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동적한계를 

확인하므로 대상 항공기가 동적으로 비행가능한 경로를 반

환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2차원 뿐만 아니라 3차원 환경에

서도 경로계획이 가능하며 경로계획을 하는 범위를 유연하

게 지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조건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본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으로 실

제지형을 고려하면서도 트리구조의 노드수가 증가함에 따라 

최적해에 수렴하는 특성을 지니므로 최적 경로계획에 활용

될 수 있다. 

본 알고리즘은 실제 지형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시뮬레이

션을 수행하여 성능을 평가하였으며 결과로서 본 알고리즘

은 실제지형을 고려할 때에 고정익 무인항공기의 경로계획

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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