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IMST, Vol. 19, No. 1, pp. 95-104, 2016 ISSN 1598-9127
DOI http://dx.doi.org/10.9766/KIMST.2016.19.1.095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19권 제1호(2016년 2월) / 95

기 호 설 명

 속도

 회전각속도

 yaw of repose

 탄도계수(항력에 대한 수정계수)

 양력에 대한 수정계수

* Corresponding author, phone12@add.re.kr
Copyright ⓒ The Korea Institute of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매그누스 힘에 대한 수정계수

 공기밀도

 탄 질량

 탄 직경

 관성모멘트

 편주각이 0일때의 항력계수


2차 편주각에 대한 항력계수 수정량

 편주각이 0일때의 양력계수




2차 편주각에 대한 양력계수 수정량

Research Paper 체계공학 부문

CMA-ES를 활용한 수정질점탄도모델의 탄도수정계수 설정기법

안세일*,1) ․ 이교복1) ․ 강태형1)

1) 국방과학연구소 제5기술연구본부

Fitting Coefficient Setting Method for the Modified Point Mass 
Trajectory Model Using CMA-ES

Seil An*,1) ․ Kyo Bok Lee1) ․ Tae Hyung Kang1)

1) The 5th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Korea

(Received 6 July 2015 / Revised 16 November 2015 / Accepted 18 December 2015)

ABSTRACT

  To make a firing table of artillery with trajectory simulation, a precise trajectory model which corresponds with 

real firing test is required. Recent 4-DOF modified point mass trajectory model is considered accurate as a 

theoretical model, but fitting coefficients are used in calculation to match with real firing test results. In this paper, 

modified point mass trajectory model is presented and method of setting ballistic coefficient is introduced by 

applying optimization algorithms. After comparing two different algorithms, Particle Swarm Optimization and 

Covariance Matrix Adaptation - Evolutionary Strategy, we found that using CMA-ES algorithm gives fine 

optimization result. This fitting coefficient setting method can be used to make trajectory simulation which is 

required for development of new projectil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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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의 사격제원표 작성에는 컴퓨터를 통한 탄도 시

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사격시험의 의존도를 줄이고 있

다. 이런 방식의 사격제원표 작성을 위해서는 정확한 

탄도모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사격제원표 작성을 위한 탄도모델로는 일반적으

로 수정질점탄도모델(Modified Point Mass Trajectory 

Model)이 사용된다. 수정질점탄도모델은 전체 탄도 궤

적에서 작은 Pitch값과 Yaw값이 예상될 때 6-DOF 탄

도 모델을 대신해서 사용될 수 있는데, 컴퓨터 계산 

부하를 줄이면서도 실제 탄도와 비교했을 때 충분히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모델에서는 6-DOF모델의 Pitch값과 Yaw값에 해당하는 

부분의 동역학을 표현하기 위해 yaw of repose라는 값

을 정의하는데. 이 값을 이용하여 Pitch, Yaw 등 탄의 

편주각이 크지 않을 경우의 양력계수나 항력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계산하여 탄도모델에 사용

하게 된다. 탄도방정식에 관련된 NATO 표준문서 

STANAG 4355에 수정질점방식을 이용한 탄도모델의 

설계방식이 설명되어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사격제원

표 작성을 위한 탄도모델에 적용되어 있다[1].

  한편 사격제원표의 목적이 결국 탄착점을 예측하는 

것인 만큼, 이론적인 탄도모델은 실제 사격시험 결과

를 반영하도록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위

해 탄도수정계수라는 것이 도입되어있다. 예를 들어 

항력 항에 수정계수인 C가 포함되어 있으며, 양력 항

에도 수정계수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탄도수정계수

는 정해진 수의 고각, 장약에 대한 사격시험 결과와 

탄도모델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여 설정되는데, 

STANAG 4144나 STANAG 4355에 따르면 위의 탄도수

정계수들은 사격 고각의 다항식 항으로 설정된다[2]. 이

것은 각기 다른 사격 고각에 대해 같은 탄도수정계수

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오차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다.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탄도수정계수마다 고각에 대

한 다항식 차수에 따라 2개 이상의 계수들이 설정되어

야 한다.

  이전에 이루어진 탄도모델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6-DOF모델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6-DOF

모델이 이상적으로 모든 물리량을 다루고 있으므로 

6-DOF모델을 빠른 시간 내에 풀어내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으며, 그 일환으로 탄도모델을 Closed-form 형식으

로 풀어내려는 시도들이 있었다[3,4]. 그러나 이 경우에

도 공력계수들이 Mach값에 대해 비선형으로 주어지는 

문제로 인해 구간별로 해당 공력계수를 일정하다고 

놓고 문제를 풀었다. 또한 해당 탄도모델을 활용한다

고 할지라도 사격제원표 작성을 위해 실제 사격시험

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며, 이런 면에서 

4-DOF모델과 6-DOF모델의 정확성을 논하는 것은 의

미가 없다. 수정질점탄도모델의 탄도수정계수에 대한 

연구로는 고각의 다항식 형태로 주어지는 수정계수를 

적용해서 탄도 오차를 줄이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으

나, 자세한 수정계수의 설정 방법에 대한 설명은 나타

나 있지 않다[5]. 이와 같이 회전안정탄의 탄도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이유는 운동방정식 자체가 이론적으

로 어렵지 않고 오히려 각종 공력계수나 기상정보가 

탄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수정질점탄도모델로도 정확히 결과를 

예측할 수 있으며, 컴퓨터의 발달로 계산시간 역시 충

분히 작기 때문에 새로운 탄도모델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수정질점방식의 탄도모델이 

실제 사격시험 결과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탄도

수정계수의 설정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격 시험 결과에 맞는 탄도수정계

수 설정 기법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탄도계수는 수정

질점탄도모델의 중요한 항들마다 1 근처인 0.8에서 

1.2사이정도의 값을 곱하는 형태로 주어진다. 일반회

전탄의 경우 항력에 관한 수정계수, 양력에 관한 수정

계수, 매그누스 힘에 관한 수정계수, Yaw에 관한 수

정계수가 주어진다. STANAG 4355 ed3에 따르면 항력 

수정계수는 고각의 1차 다항식으로, 나머지 탄도수정

계수는 상수로 주어지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일반 회

전 안정탄의 탄도모델을 설계할 때에는 5개의 탄도수

정계수를 설정하게 된다. 이 때 사격시험 결과와 가장 

잘 맞는 탄도모델을 설계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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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 그 과정에 필요한 탄도계

수들을 설정하고자 한다. 5개 정도의 수정계수인 경우 

Brute-Force 방식으로 최적해를 얻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기법은 최종적으로는 

BB(Base-Bleed)탄과 RA(Rocket-Assisted)탄, BB, RA 복

합탄의 탄도모델 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

고 있다. 이 경우 추진에 관련된 수정계수 항들이 추

가되며, 10개 이상의 수정계수를 동시에 설정해야 하

므로 효율적인 탄도수정계수 설정 기법이 반드시 필

요하다고 할 수 있다[6].

  최적화 알고리즘으로는 CMA-ES(Covariance Matrix 

Adaptation - Evolutionary Strategy) 알고리즘과 PSO 

(Particle Swarm Optimization)를 구성해 적용시켰으며 

결과를 비교하였다. 탄도의 특성상 계산시간보다는 높

은 정확도의 모델을 얻는 것이 중요하였으며, 이런 관

점에서 최적화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CMA-ES와 PSO

알고리즘은 비교적 최신의 최적화 방식으로 유사한 형

태의 휴리스틱 알고리즘보다 높은 성능을 주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대상 함수의 그라디언트를 사용하는 

방식의 최적화 형태를 참고로 보기 위해서 또 하나의 

알고리즘을 테스트하였다. 최적화의 대상이 되는 함수

가 그라디언트 방식의 최적화로 쉽게 결과가 도출되

는 형태라면 굳이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복잡한 

알고리즘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

해서 도입한 L-BFGS(Limited memory Broyden-Fletcher- 

Goldfarb-Shanno)는 비선형 최적화 문제를 풀기 위한 

Newton method와 유사한 방식의 알고리즘으로 Matlab

의 최적화 툴에도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다[10]. 위의 알

고리즘들을 적용해서 각종 설계변수를 최적화하는 연

구들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탄도분야에서는 탄도수정계수의 설정이 중요한 문제임

에도 불구하고, 이런 최적화 기법을 적용시켜 수정계

수를 설정하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본 

연구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장에서는 탄도수정계수의 도입에 사용되는 수정질

점탄도모델과 그 때 필요한 탄도수정계수에 대해 설명

하도록 한다. 3장에서는 탄도수정계수의 도출에 사용

되는 최적화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하였다. CMA-ES 최

적화 알고리즘과 PSO 알고리즘을 설명하였고, 이후에 

하나의 최적화 알고리즘을 추가해 총 3가지 방식으로 

도출한 탄도수정계수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2. 수정질점탄도모델

  본 장에서는 수정질점탄도모델과 내부의 수정계수

들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해당 내용은 탄도해석

에 관한 축적된 연구를 통해 많은 부분이 이미 공식

화되어 제시되어 있으며, 탄도해석상의 특이사항이 없

는 경우 그대로 따르게 된다[1]. 탄도모델 역시 MPMM 

(Modified Point Mass Trajectory Model)으로 대표하여 

사용된다. 이와 같은 수정질점탄도모델의 기본 식은 

각 축에 대한 운동방정식에서 실질적으로 공력계수를 

얻기 까다로운 몇 개의 항을 근사화한 것이다. 이론적

으로는 미분방정식을 풀어 탄의 시간에 따른 위치까지

의 해석식을 얻을 수 있으나, 실제 모델링에서는 각각

의 가속도를 수치 적분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수행하게 

된다. 해당 식에 나타나는 각 공력계수들은 Mach수에 

따라 변하는 값으로 주어진다. 수정질점탄도모델의 각 

가속도 식은 다음과 같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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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방향성분은 Fig. 1에 설명되어 있다. 식에서 항

력에 해당하는 부분과 양력에 해당하는 부분, 마그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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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힘에 해당하는 부분에 각각 수정계수  ,  , 

이 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탄도계수 는 

다음과 같은 수정계수 의 변형으로 주어진다(일반적

으로 다음과 같이 정해진 를 탄도계수라고 칭하며, 

이것은 지금까지 설명하고 있는 수정계수 중 하나이

다).

 



 (4)

이러한 변형은 탄도계수 에 물리적 의미를 부여하

기 위한 것으로 위와 같은 계수를 통해 해당 탄의 탄

도성능을 유추할 수 있게 해 준다. 본 연구에서도 변

형된 형태의 탄도계수를 모델에 사용하였다.

Fig. 1. Cartesian coordinate system with unit vectors

  수정질점 모델에서는 탄의 회전에 관한 3개의 자유

도를 고려하지 않는 대신 중심 회전축 방향의 회전을 

따로 고려한다. 회전에 관한 각가속도의 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5)

탄의 회전은 탄에 특별한 형상이 없는 경우 포구 탄

속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위와 같이 간단한 식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한편 서두에 제시된 것과 같이 수정질점탄도모델에

서는 공력계수를 추출하기 어려운 탄의 편주각(탄의 

진행방향에서 벗어난 각도)에 관한 항을 근사하기 위

해 편주각이 작은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 이것을 yaw 

of repose로 표현하는데 Fig. 2에 설명하였다.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는 수정질점 탄도모델에 따르면 yaw of 

repose의 식은 아래와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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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w of repose의 계산식은 양변에 yaw of repose 항이 

모두 포함되는 식으로 나타나 있다. 이런 이유로 통상

적으로 수정질점탄도모델을 적용할 경우 매번 적분구

간 마다 근사 방식을 이용해 yaw of repose의 값을 추

정하여 계산에 활용하게 된다.

Fig. 2. Yaw of repose

3. 최적화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는 각각 CMA-ES, PSO, L-BFGS(Limited 

memory - Broyden Fletcher Goldfarb Shanno) 방식을 적

용하여 탄도수정계수 최적화를 수행하였다[7-10]. 이후 4

장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해당 방식들을 비교해보고

자 한다. 최적화의 목표는 탄도모델과 실제 사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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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탄도의 탄착지점의 오차를 줄이는 것이다. 실제 

사격시험은 수차례 이루어지므로 사격시험 결과도 다

수의 탄착 지점 자료로 이루어지지만,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정확한 탄도로 나타나는 사격시험 결과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최적화 알고리즘의 목적함수는 다

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  (9)

  

  : 번째의 고각에 해당하는 탄도모델링 수행 결과

의 사거리(m)

  : 번째의 고각에 해당하는 탄도모델링 수행 결과

의 편의(m)

이 방식의 최적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탄도모델

과 최적화 수행의 대상이 되는 탄도시험 결과와의 일

치성이다. (9)의 목적함수는 간단히 말해 탄도모델과 

실제 탄착지점 간의 거리오차이다. 값이 작다는 것은 

탄도모델이 사격시험 결과와 잘 일치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검증의 대상이 되는 고각은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를 선정한다.

3.1 Particle Swarm Optimization

 개체군집최적화(PSO : Particle Swarm Optimization)는 

반복적 기법중 하나로 목적함수의 결과만을 가지고 최

적화를 진행하므로 미분가능성과 같은 문제에서 자유

로울 수 있다[7,8]. PSO는 향후 연구에서 더 많은 차원

의 수정계수들을 다루는 경우 고차원 최적화 문제에

서 좋은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도입하였다. 또한 

PSO 알고리즘의 저자는 해당 알고리즘이 지역해가 

많은 문제의 풀이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지역해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 본 문제에 적용하는 것

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7,8].

  기본적으로 PSO는 무작위로 분산된 개체들의 목적

함수 평가로부터 최적화를 이루어 내며, 무작위 개체

들을 사용하는 다른 최적화 기법에 비해 특이한 점은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개체들을 선별하는 과정이 없다

는 것이다. 이것은 진화적 기법의 최적화 알고리즘과 

구별되는 점이며, 대신 PSO 알고리즘에는 각 개체에 

속도라는 개념이 있어 목적함수를 개선시키는 방향으

로 주어진다. 참고문헌에 따르면 속도 방정식은 아래

와 같이 주어진다.

← max max 
←

 (10)

∼

이때 와 는 각각 해당 개체가 지녔었던 해중 가장 

나은 성능을 보여주는 해이며, 모든 개체들 중 가장 

좋은 해를 의미한다. 각 개체는 속도 공식에 의해 스

스로의 속도와 최적해로의 움직임이 계수가 곱해져 합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한편 속도 공식에도 확률

변수가 곱해지는데, 이러한 확률변수는 각 개체에 어

느 정도의 무작위성을 부여한다. PSO의 최종적인 결과

로는 각 개체들이 모두 최적해 근처에 모여 있는 형

태를 예상할 수 있다. PSO와 같은 확률기반(stochastic) 

최적화 알고리즘에는 매개변수들이 최적화 성능에 영

향을 미치게 된다. 사용하는 개체(particle)의 총 수도 

중요한 지수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에

서 성능이 보장된 매개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7]에 의

하면 20개의 개체수로도 충분히 최적화를 할 수 있다. 

뒤의 장에서 여러 가지 개체수를 이용한 PSO의 결과

를 제시하였다. 동일 시간의 알고리즘 테스트를 수행

하였는데, 20개 내외의 개체수를 통한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런 결과를 얻은 이유는 본 연구

 

           (a)                        (b)

 

           (c)                        (d)

Fig. 3. Distributed particles using PSO(iteration = (a) 2, 

(b) 20, (c) 50, (d)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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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이 되는 문제의 차원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

이다. 만약 차원수가 늘어난다면 더 많은 개체수가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 max
은 경험적 값으로 각각 0.8, 1.6으로 하였다.

  Fig. 3에는 PSO의 시행이 진행됨에 따른 개체들의 

본포를 보여준다. 초기에는 확률변수에 의해 개체들이 

넓게 퍼져서 목적함수 값을 구하지만, 시행이 반복될

수록 최적해로 판단되는 지점으로 개체들이 모이게 

된다.

3.2 CMA-ES

  CMA-ES는 Covariance Matrix Adaptation - Evolution 

Strategies의 줄임말로 진화적 기법을 활용한 알고리즘 

중에서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

화적 알고리즘 또는 진화적 프로그래밍은 일정한 규칙

에 따라 진화, 선택 과정을  통해 최적해를 찾아 나가

는 방식이다[9,10]. 이 때 보통 일정한 수의 개체들(해의 

후보군들)을 분산시키고 목적함수의 평가값을 기준으

로 우수한 개체들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선택된 개체들을 이후의 진화과정에서 활용함으로써 

더 나은 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한편 CMA-ES는 이

러한 진화적 알고리즘에 CMA, 즉 공분산 행렬의 변

화를 적용시킨 알고리즘이다. 진화적 알고리즘에 공분

산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이유는 CMA-ES 알고리즘에 

과정에서 개체들을 분산시킬 때의 확률분포로 다변수 

정규분포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고리즘에서 

확률분포의 평균과 공분산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

며, 이 때 평균은 최적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

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공분산은 개체들을 분산

시킬 때에 확률 변수의 조건으로 들어가는데, 개체들

이 최적해에 근접할수록 공분산은 줄어들게 지정되어 

최종적으로는 수렴하는 형태가 나타난다. 참고문헌에 

따르면 평균과 공분산의 업데이트 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11)

    









    
    



 (12)

 ≥ ≥⋯≥ ≻ 

    : i번째의 우수해

 : k번째의 평균

 : k번째의 공분산

식 (11)과 (12)에는 진화적 알고리즘의 개체선택 과정

이 가중치 를 사용하여 구현되어있다. 식에서 는 

선택되는 개체들의 개수로 분산시키는 개체들의 개수

보다 작은 수로 설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총 개체들의 

60 % 정도가 선택되도록 하였다. 가장 우수한 해는 가

장 높은 가중치를 가지도록 되어있고 10개의 개체들 

중 하위 4개의 개체들은 다음 단계에서 배제되도록 설

계하였다(0의 가중치를 지님). 이런 과정을 통해 결과

적으로 얻어진 평균은 최적해에 근접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가중치의 형태는 Fig. 4에 제시하였다.

Fig. 4. Plot of weights w of CMA-ES

  (12) 식의 공분산의 식을 보면 우수 개체들과 평균

치의 분산을 계산에 고려하고 있다. 우수 개체들이 서

로 근접할수록 탐색범위를 줄임으로서 더욱 최적해에 

근접할 수 있게 된다. 이 방식의 장점은 이후 시뮬레

이션 결과에서 더욱 잘 드러나게 된다.

4.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알고리즘은 향후 BB, RA의 

복합탄 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경우 추진에 관련된 수정계수들이 추가적으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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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빠르고 정확한 탄도수정계수 도출 알고리즘이 

요구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알고리즘의 검증을 

위해 일반탄의 모델링을 적용시켰다. 일반탄의 모델링

의 경우  ,  두 가지의 탄도수정계수를 설정하게 

되는데, 이 때 탄도수정계수가 고각에 대해 선형적인 

값을 가진다고 가정하면 총 4개의 계수를 설정하게 

된다. 이렇듯 비교적 적은 수의 계수들을 가지고 최적

화 알고리즘을 적용시키는 것이지만, PSO를 적용시킨 

경우와 CMA-ES 알고리즘을 적용시킨 두 경우 성능 

면에서 눈에 띄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최적

화 알고리즘의 검증을 위해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CMA-ES 알고리즘의 경우 해당 변수 차원보

다 더 높은 차원의 최적화 문제에도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 좋은 결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향후 다른 수정계수들이 추가되어도 최적화에 어려움

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뒤쪽에서 PSO, CMA-ES 뿐만 

아니라 Newton method 기반의 최적화 알고리즘인 

L-BFGS를 적용시킨 결과도 제시하였다. 세 가지 알고

리즘 모두 같은 범위의 상한, 하한 값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한 이유는 탄도시뮬레이션 제한 값을 벗어남으

로 인한 내부루프의 오류를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참고문헌 [1]에도 역시 사용가능한 탄도계수의 

같은 범위의 상한, 하한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적용한 상한, 하한이 해답을 미리 알고 

접근하는 방식의 오류를 범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L-BFGS 알고리즘의 적용을 위해서는 Tolerance

(해당 값 이하의 오차의 경우 연산을 중단한다)를 지

정하게 되어있으나, 본 연구에서 수행 결과 Tolerance

에 의해 연산을 중단시키지 않고, 더 이상의 우수해를 

찾지 못하여 중단하도록 하였다. 즉 이것은 아주 작은 

Tolerance를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1 PSO와 CMA-ES의 비교

  알고리즘의 비교에 앞서 두 알고리즘의 특성에 관

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두 방식 모두 각 단계별로 예

상되는 해의 개체들을 분산시켜서 얻은 계산결과를 

더 나은 해를 찾기 위해 활용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두 가지 최적화 알고

리즘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계산정도를 분석하

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으나 두 알고리즘 모두 

개체들의 목적함수 값을 도출하는 과정 외에는 특별

히 큰 계산을 요구하는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런 이유로 목적함수(본 연구에서는 탄도계산)의 호출 

(a)

PSOCMA-ES

(b)

CMA-ES

PSO

(c)

Fig. 5. Plot of errors as iteration runs, (a) different 

PSO seeds(10, 20, 50, 100), CMA-ES and 

PSO (b) iterations 0-1000, (c) iterations 5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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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에 따른 최적화 정도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본 연

구의 탄도계산에는 계산시간이 크게 걸리지 않으나 

향후 수행하게 될 연구에서 복잡한 목적함수를 가지

게 될 경우를 가정하면 적은 호출횟수로 최적화하는 

것이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런 특성으

로 인해 각 세대(개체들이 분산된 단계)에서 더 나은 

해가 발견되지 않고 정체될 수도 있다. 하지만 확률기

반의 개체 분산 과정에서 더 나은 해를 찾아나가는 

방식이다.

  두 알고리즘 모두 최적화 초기에 빠르게 오차를 줄

여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개체들을 분산시키고 

이상적인 해의 근처로 빠르게 접근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알고리즘의 차이는 시행이 진행될 때에 

나타난다. Fig. 5(c)의 그래프는 최적화의 종말단계에서

의 오차를 보여준다. CMA-ES 알고리즘을 통해 얻은 

결과로는 0.1 m 이하의 오차단위를 보여주었으나 PSO 

알고리즘을 통한 결과로는 수 m의 오차 범위정도의 

최적화를 보여주었다. 나머지 결과들 역시 뒤쪽에서 

표로 제시하겠지만, 최적화 알고리즘의 성능은 국소 

최적해로 수렴하지 않고 전역 최적해를 얼마나 잘 찾

아내느냐에 달려있다. PSO 알고리즘의 경우 어느 정도

의 성능을 보여주는 지역 최적해에 수렴해버린 반면, 

CMA-ES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경우 계속해서 해의 개

선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능의 차이는 

풀고자 하는 문제의 특성에 크게 좌우되는 면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 문제 같은 경우 최적해의 부

근에 많은 국소해가 발생하므로 CMA-ES의 정규분포

로 개체들을 분산하는 방식이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국소해들이 여러 탐색범위에 넓게 펼쳐져 

있다면, PSO 알고리즘이 더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각 풀고자 하는 

문제의 특성에 맞는 최적화 알고리즘을 찾는 것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4.2 최적화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

  탄도수정계수는 사격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같은 포탄이라고 해도 사용 장약별로 다른 값을 가지

게 된다. 수정계수  , 은 각각 2, 1 근처의 값으로 

유효숫자 5자리로 설정되어 있다. 탐색 범위는 의 

경우 1에서 3으로, 의 경우 0.8에서 1.2 사이로 하

였다.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원 탄도수정계수는 이전의 

탄도모델과 사격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된 것이며 

실제 사표작성에 사용되고 있는 탄도수정계수이다. 임

의로 주어진 초기값에서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 정

확한 탄도수정계수로 얼마나 잘 수렴하는지를 판단하

였다. 결과로 각각의 수정 계수 값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충분한 시행 이후에 수렴된 결과의 

오차값을 비교하였다.

  Fig. 6와 Table 1에 각각의 장약에 대해서 세 가지 

알고리즘으로 탄도수정계수를 설정하는 과정을 보여주

었다. 결과를 보면 CMA-ES 알고리즘을 사용한 경우 

매우 작은 오차로 탄도수정계수를 설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의 그래프에서는 각 장약별로 세 가지 

고각에 대한 각각 알고리즘의 오차를 나타내었다. 특

히 PSO 알고리즘을 적용한 경우 하나의 고각에 대해

서는 최적화가 되어서 작은 오차를 보여주지만 나머지 

고각에서는 어느 정도 오차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지역 최적점에 수렴해버린 현상으로 볼 수 있

다. 시행횟수가 작을 때의 CMA-ES 알고리즘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후에 시행을 거듭할수록 

CMA-ES 알고리즘의 경우 정규분포를 사용하는 개체 

분산방식의 특성상 PSO 알고리즘보다 국소해를 벗어

나는데 효과적이라서 최종적으로는 최적해에 도달할 

수 있다. 다른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경우의 수 m단위 

오차 역시 충분히 작은 값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나 사

격제원표 작성절차에서 각 항목마다 m단위의 오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오차를 최소화하는 알고리

즘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Table 1. Resulting errors of trajectory simulations using 

CMA-ES, PSO, L-BFGS algorithms

Charge Algorithm Error

A

CMA-ES 0.00006 m

PSO 2.27 m

L-BFGS 1.42 m

B

CMA-ES 0.0008 m

PSO 13.7 m

L-BFGS 2.36 m

C

CMA-ES 0.0005 m

PSO 16.5 m

L-BFGS 0.72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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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6. Resulting errors of trajectory simulations using 

CMA-ES, PSO, L-BFGS algorithms(each graph 

from left to right), Charge (a) A, (b) B, (c) C 

cases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정질점방식을 적용한 탄도모델을 

설계하였으며, 해당 탄도모델이 실제 사격시험결과를 

반영하도록 탄도수정계수를 설정하는 기법을 제시하

였다. CMA-ES, PSO, L-BFGS 최적화 알고리즘을 각각 

적용시켜 시뮬레이션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CMA-ES

알고리즘을 이용해 설정한 탄도수정계수가 가장 정확

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탄도수정계수는 탄도모델링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존에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연구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으

며, 최적화 대상이 되는 모델 자체의 해석을 요구하

지 않는 휴리스틱 알고리즘의 특성상 새로운 수정계

수들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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