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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속정찰 임무(persistent monitoring task)는 주어진 

작전 영역을 장시간 지속적으로 정찰하여 작전 영역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확률 사건을 관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이는 과거의 보병, 정찰 차량, 초계

기, 함정 등의 유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일정 시간 간

격으로 작전 영역을 정찰 함으로써 적 부대의 이동, 
공격 징후 등을 감지하는 형태로 수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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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무인 항공기(UAV), 무인수상정(USV)등의 무인 

플랫폼과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의 발달은 

기존의 유인 정찰 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비하여 

지속정찰 임무의 임무 용이성을 증대시킴에 따라, 이

러한 지속정찰 임무의 적용 범위가 화재 감시, 기상이

변, 재난 대응 등 비군사 목적의 정찰 및 감시로 확대

되고 있다. 특히, 무인 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 UAV)는 넓은 전장 환경을 빠른 속도로 정찰할 수 

있으며, 인원 손실의 위험이 적어서 군사 목적의 다양

한 정찰 임무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UAV를 비롯한 대부분의 무인 플랫폼은 탑

재 연료의 제한으로 인해 한정된 작전 가능 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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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수행 후 반드시 지정된 모기지로 복귀해야 하는 

임무 제약조건을 가진다. 따라서, 무인 플랫폼의 지속

정찰 임무 수행을 위한 임무 경로계획은 이러한 제약

조건을 족함과 동시에 목표로 하는 확률 사건을 최대

한 관측할 수 있는 경로를 생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리엔티어링 문제(Orienteering Problem : OP)는[2] 이

러한 예산 제약을 가진 경로생성 문제를 모델링하는 

대표적인 문제 모델링 기법이다. OP는 주어진 예산 

제약 내에서 최대 이익(reward)을 얻을 수 있는 순회 

경로(cyclic path)를 계획하는 문제를 모델링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OP 기법을 기반으로 하여 UAV의 

지속정찰 경로계획 문제를 모델링 하고자 한다.
  기존의 OP를 기반으로 한 지속정찰 경로계획 연구

들에서는 작전 영역에서 확률 사건을 관측할 수 있는 

기댓값이 상수 형태로 주어지며, 이러한 기댓값 상수

를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경로계획 문제를 모델

링 하였다.
  Yu et al.은 그들의 논문에서 작전 영역 내 모든 지

점의 사건 관측 기댓값이 정적이며, 공간적 상관관계를 

가진 환경에서의 지속정찰 문제를 OP를 통하여 모델

링 하였다[1]. Ilhan et al.은 관측영역 내 모든 관측 지점

(Point Of Interest : POI)의 관측 기댓값이 정규분포를 

따를 때, 기댓값을 최대화하는 문제를 모델링 하기 위

한 Orienteering Problem with Stochastic Profit(OPSP)를 

제시하였다[3]. 이때, 기댓값의 사건 통계량(event statistic)
인 평균과 분산은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지속정찰 임무 수행 시 작전 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사건 통계량은 실제 장시간 관측을 

통해서만 알 수 있으므로, 기존 연구의 가정인 사건 

통계량을 미리 알고 있다는 가정 하의 모델링 기법은 

실제 환경에서의 적용이 제한적이다. Baykal et al.은 

이러한 사건 통계량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모델링 기

법을 제시하였으나, 각 관측 지점에서 관측 시간의 불

확실성만을 고려하여 모델링 하였다[4].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OP 모델링 방법인 Orienteering 
Problem with Unknown Stochastic Reward(OPUSR)를 제

시하고자 한다. OPUSR은 기존 OP가 해결하고자 하는 

기댓값을 최대화하는 순회 경로생성 문제에 있어, 각 

관측장소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댓값의 사건 통계량을 

모르는 문제를 모델링 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OPUSR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불확

실 영역에서의 지속정찰을 위한 경로계획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베이지안 보상 추정 및 경로 재계획 

기법을 제시하였다. OPUSR에서 최적화된 경로를 계

획하기 위해서는 작전 영역의 사건 통계량 추정을 위

한 다수의 탐사(exploration)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건 

통계량의 불확실성 감소를 위해 탐사에 집중할 경우 

사건의 관측 기회를 증가시키는 탐색(exploit)에 소홀

하게 되어 전체 기댓값이 감소하게 되는 딜레마에 빠

지게 된다[5]. 제시된 기법은 매 소티에서 기댓값을 최

대화하기 위한 경로를 계획함에 있어, 과거 소티의 관

측정보를 바탕으로 각 관측 지점의 관측 확률을 베이

지안 샘플링 기법으로 제시 함으로써, 관측 지점의 사

건 통계량 추정을 위해 손실되는 불필요한 소티를 최

소화하는 기법을 제시한다.
  제시된 모델링 기법과 기댓값 추정 기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UAV를 활용한 두 가지 테스트를 수

행하였다. 먼저 작전 영역 내 각 관측 지점의 사건 기

Fig. 1. Concept of persistent monitoring tasks(black dot: base station, blue 

dots: high reward points, cells: points of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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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값을 임의로 생성한 환경에서의 지속정찰을 위한 

경로생성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실제 환경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서울시에

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관측 환

경을 구성하고, 해당 영역 내에서 최대한 많은 수의 

교통사고를 관측하기 위한 경로를 생성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불확실 영역에서의 지속정찰 문제를 

정의한다. 3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모델링 하기 위한 

OPUSR 기법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경로계획을 위한 

베이지안 보상 추정 및 경로 재계획 기법을 제시한다. 
5장에서는 제시된 기법의 성능 검증을 위한 실험 방

법과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 본 논문

의 결론을 서술하였다.

2. 문제 정의

  본 연구의 목적은 연료 제약이 있는 UAV가 다수의 

비행 소티로 구성된 지속정찰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건  을 최대한 접촉할 수 있는 순회 경로(cyclic 
path)  를 생성하는 것이다. UAV는 비행장에서 출발

하여 다수의 관측 지점들을 탐색한 다음 연료를 다 

소모하기 전에 반드시 출발한 비행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관측 지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1)

이때, 과  은 각각 시작점과 끝점을 의미하며, 위

치는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이 좌표는 UAV의 비행장 

위치를 의미한다.
  max는 연료의 제약을 말하며, 는 부터 까지 

비행할 때 소모되는 연료의 양(cost)으로, 본 문제에서

는 유클리디언 거리를 사용하였다. 는 이러한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번째 비행 소티의 비행경로를 의미

한다. ∈는 binary random variable로 노드 에

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한 유무를 표현한다. 우리는 각 

에서의 event statistic 는 알 수 없으며 모든 ∈

는 각각 상호 독립임을 가정한다.
  위 가정에 따라, 지속정찰을 위한 최적의 경로는 주

어진 제약조건을 만족함과 동시에, 를 통해 추론한 

사건의 기대 이득이 최대인 순회 경로가 된다.
  그러나 가 사전정보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추정하기에 충분한 만큼의 탐사가 선행되어야 하나, 
작전 영역 내 의 불확실성 감소를 위한 경로계획에 

치중할 경우 사건을 관측할 기대 이익이 감소하게 된

다. 반대로, 불확실한 를 바탕으로 기대 이익의 최대

화를 위한 탐색에 집중할 경우, 더 좋은 선택지가 있

음에도 알지 못하여 이익 얻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다. 이는 탐사-탐색 트레이드 오프 문제로써, 강화 학

습의 주된 주제 중의 하나인 다중 암 밴딧 문제(multi 
armed bandit problem)로 표현이 가능하다[5].
  따라서 본 문제에서는 매 소티 별 경로계획에 있어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한 작전 영역의 탐사와 기대 이

득 최대화를 위한 탐색 간의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전체 지속정찰 임무의 효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이 된다.

3. OPUSR : Orienteering Problem with Unknown 

Stochastic Reward

  본 장에서는 사건 발생확률 를 알 수 없는 환경에

서 수행되는 지속정찰 임무를 모델링 하기 위한 

OPUSR 기법을 제안한다. 우리가 제안하는 OPUSR은 

기존 연구인 Orienteering Problem with Stochastic 
Problem(OPSP)[3]의 변형 모델 형태이다. 기존의 모델

에 대비하여 제안한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작전 

영역의 모든 관측 지점 에서 확률적 보상(stochastic 
reward) 를 추정하기 위한 매개 변수인 를 실제 

관측 전에는 알 수 없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OPUSR은 다음과 같이 모델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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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생성된 경로에서 에서 로 이

동하는 경로의 선택 여부를 나타내며, 는 모조 변수 

(dummy variable)이다. 식의 두 번째 제약조건은 탐색 

경로는 노드 1번()에서 시작하여 노드   번()에

서 종료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이때 시작지점인 과 

종료 지점인 은 동일 위치이다. 따라서 UAV는 모기

지에서 이륙하여, 임무 종료 시 모기지로 착륙해야 함

을 나타낸다. 세 번째 제약조건은 생성된 탐색 경로에 

포함되는 모든 노드는 다른 노드와 하나 이상의 선

(edge)로 연결되어야 하며, 한 번 이상 방문 되어야 함

을 의미한다. 네 번째 제약조건은 생성된 탐색 경로가 

연료에 따른 이동 거리 제약조건 max를 초과하지 않

도록 한다. 즉 연료가 다 소진되기 전에 반드시 모기

지로 복귀해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 제약조건은 생

성된 경로 에서 sub-tour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4. 베이지안 보상 추정 및 경로 재계획 알고리즘

  본 장에서는 지속정찰 임무의 효과적 경로생성을 

위한 베이지안 보상 추정(Bayesian reward inference) 
기법과, 이를 바탕으로 한 경로 재생성 알고리즘(Path 
re-planning algorithm)을 제안한다.
  베이지안 보상 추정은, 과거의 소티에서의 관측 결

과를 바탕으로 다음 소티에서 각 관측 지점을 새로 관

측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상의 기댓값(expectation)
을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문제 해결에 

앞서, 우리는 모든 ∈의 사건 발생 확률(event 

probability)은 i.i.d이며 정적(stationary)[1]이라고 가정한

다. 이러한 가정을 기반으로, 개별 관측 지점에서 관심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다.

     ∣



 ′′  ′′ ≥ 

 (2)

여기서 와 는 지난 관측의 히스토리를 표현하는 

변수로써 매 관측마다, 이벤트를 감지하면 의 값을 

1씩 증가시키고, 이벤트를 감지하지 못하면 의 값을 

1씩 증가시킨다. 위 유도식을 기반으로 과거 소티의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각 관측 지점의 보상 

기댓값은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다.

        ≥  (3)

이 유도는 톰슨 샘플링(Thomson sampling)[6]기법의 변

형으로, 지속정찰 임무의 매 소티에서 관측 히스토리 

변수 와 를 바탕으로 각 관측 지점에 대한 기대 

이득을 유도된 베타 분포로부터의 무작위 추출

(randomly draw) 통해 추정할 수 있다. 배타분포를 통

한 무작위 샘플링 시 추출되는 이득은 와 값이 작

은 경우 균등 분포(uniform distribution)와 유사하게 추

출되어 샘플링 결과는 전 구역에 고르게 분포하게 되

고, 이후 관측 결과가 초 매개 변수에 반영됨에 따라 

분포가 변화하게 된다, 이때 탐색마다 이득의 기댓값

을 최대화하는 노드를 선택 (0 또는 1) 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초 매개 변수의 수가 충분하게 크지 

않으면 탐색과 탐사를 고르게 수행하는 형태로 노드

가 선택된다.
  각 관측 지점에 대한 기대 이득이 추정된 이후에는 

경로계획 문제가 정적(constant)해를 가진 일반적인 OP
로 변환되어, OP의 해를 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수 

계획법 및 근사 알고리즘 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2].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베이지안 추정 기법의 성능 

측정을 위해 정수 계획법(Integer Programming Solver : 
IPSolver)를 사용하여 정확한 해를 구하였다.
  위를 바탕으로 결정된 지속정찰의 순회 정찰 경로는 

정찰이 진행될 때마다 정보의 불확실성이 감소하여 

최적의 경로로 재계획된다. 알고리즘 1은 베이지안 보

상 추정 기법과 결합한 경로 재계획 방법을 기술한다.

  알고리즘의 순서에 따라 설명하면, 이전 소티에서의 

경로계획에 따른 각 관측 지점별 관측 결과는 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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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변수인  , 에 반영된다. 이후 다음 소티에서 

기대 이익을 재추출(redraw)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로

를 재계획하게 된다.
  다중 암 밴딧 문제에서 기대 이익 추정을 위해 일

반적으로 사용되는 -greedy, 또는 최대 신뢰 한계 

(Upper Confidence Bound : UCB) 기법 등 최대 우도 

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 MLE) 기반의 

기법과 제안하는 베이지안 보상 추정 기법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탐사 매개 변수(exploration parameter)의 

존재 여부다.[5] 이 매개 변수는 알고리즘이 탐사를 얼

마나 공격적으로 수행할지를 결정하는 매개 변수로써, 
일반적인 MLE 기법에서 이 매개 변수의 값을 결정하

는 것은 알고리즘의 성능에 큰 영향을 준다. MLE 기

법에서는 탐사 매개 변수가 작전 영역의 정보량 변화

에 따라 가변적으로 변하지 않고 고정된 값으로 설정

되어, 이미 충분한 정보를 수집했음에도 불필요한 탐

사를 시도하게 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안한 알고리즘은 이러한 탐사 

변수 기반의 기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안된 베이지

안 기반의 알고리즘은 과거 관찰 결과에 기반한 베타

분포를 통하여 추출한 기대 이득을 바탕으로 탐색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초기 관측 소티에서는 작전 영

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으므로, 베타분포의 특성에 

따라 추출된 기대 이득이 전 작전 영역에 비슷한 값

으로 분포하게 된다. 따라서 전체 영역에 대해 더욱 

공격적으로 탐사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데 중점을 둔

다. 이후, 탐사를 통해 작전 영역에 대한 정보를 충분

하게 수집하게 되면, 정보의 불확실성이 감소하여 기

대 이득이 확실한 곳에 대한 탐색에 더 중점을 두게 

된다.

5. 실험 결과

  제안한 베이지안 기반의 경로계획 알고리즘의 성능

을 검증하기 위해, 우리는 임의값을 기반으로 한 환경

과, 실제 교통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환경에서 테

스트를 수행하였다. 성능 검증의 비교 대상으로 MLE 
방식의 탐색 기법인 -greedy, UCB-1을 사용하였다. 
모든 실험에서 -greedy 알고리즘의  값은 0.1로 설

정하였다.
  성능 측정을 위한 검증 식으로써 최적 경로를 사용

했을 경우와 제안된 경로를 사용했을 경우 각각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의 차이를 나타내는 누적 손실 함수

(cumulated regret function)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

 
∈

   (4)

  먼저, 우리의 알고리즘을 임의로 생성된 환경에서 

테스트하였다. 작전 구역을 4 × 4의 구역으로 분할, 
총 16개의 관측 지점을 설정하였다. 이때 작전 구역의 

세로축과 가로축의 길이는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각 

구역 의 는 범위 [0.2, 0.8] 사이에서 균등분포

(uniform statistic)를 통하여 무작위 추출하였다.
  Fig. 2(a)는 각 소티별 최대 비행 가능 거리인 max

를 다양한 값으로 변화시켰을 때, 총 200 소티의 정찰 

임무를 수행한 이후의 누적 손실 값을 도식화한 그래

프이다.
  이 실험에서 우리는 총 100개의 환경을 임의로 생

성하였고, 환경별 누적 손실 값들의 평균을 측정하였

다. 이를 통하여 최대 비행 가능 거리에 따른 알고리

즘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제안된 기법에 따른 누

적 손실 함숫값은 비교 대상에 대비하여, 모든 max

에 대해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특히, max가 작은 영

역, 즉 비행 가능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때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max가 상대적으로 짧은 경우 

결정된 탐색 경로의 총 이득에서 한 노드의 기여도는 

max가 상대적으로 긴 경우에서의 기여도 보다 크다. 

따라서 하나의 노드에 대해 탐색과 탐사의 선택이 잘

못되었을 경우, 전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비교 대상 알고리즘과는 다르게, 제안된 

알고리즘의 경우 베타분포의 특성에 따라 일정 수준

의 탐사 이후에는 탐사를 위한 경로 선택의 횟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득의 손실이 다른 알고리즘에 비

해 적다.
  Fig. 2(b)는 관측 임무의 진행에 따른 누적 손실 값

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 실험에서 우리는 max값을 7

로 고정한 상태로 1,000회의 실험한 이후 그 평균을 

기록하였다. 그림에서 -greedy와 UCB-1의 누적 손실 

값은 임무가 수행됨에 따라 지속해서 증가하는 모습

을 보여준다. 반면에 제안한 알고리즘은 50번째 소티 

이후에는 기대 손실이 더는 증가하지 않는 모습을 보

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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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Cumulated regrets in synthetic environments: 

(a) regrets at the 200-th sortie with varied 

max (b) regrets per sorties

  이는 기존 알고리즘이 작전 영역의 불확실성이 감

소한 이후에도 일정 비율의 소티를 탐사에 할당하여 

기대 이익의 손실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에 비해, 제

안한 알고리즘은 적정 수준의 탐사를 통해 불확실성

이 감소한 이후에는 기대 이득의 최대화를 위한 탐색

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제안한 기법의 성능을 실제 환경 발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도시에서 발생하는 교통

사고를 UAV를 통해 감지하는 시나리오를 테스트하

였다.

 Fig. 3. Traffic accidents in Seoul(South Korea) from 

2014 to 2016

Fig. 4. Cumulated regrets in real world environments

  먼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발

생한 교통사고 데이터의 경위도 좌표를 분석하여 Fig. 
3과 같이 도식화하였다[7].
  작전 영역과 관측 지점을 구성하기 위하여 서울시 

전역을 5 × 5 크기의 그리드로 나누어, 총 25개의 관

측 지점을 설정하였고, 각각의 관측 지점을 노드의 집

합  로 하였으며, max  값은 14로 정하였다. 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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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지점의 사건 발생확률 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실제 교통사고의 수를 기준으로 [0.2, 0.8]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설정하였으며, UAV는 사전에 이 를 알

지 못한다고 가정하였다. UAV의 모기지는 김포공항

의 좌표가 위치한 노드로 설정하였다. 기대 손실은 총 

100번의 실험 결과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Fig. 4는 실제 환경에서의 실험 결과를 나타내는 것

으로, 임의 환경에서 실험한 결과와 유사하게 비교 대

상 알고리즘 대비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제안한 알고리즘이 실제 환경에서도 적용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6.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작전 영역에서의 기대 이득이 불확

실한 상황에서 지속정찰을 수행하기 위한 모델링 기

법인 OPUSR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속정찰 임무에서 

OPUSR의 순회 경로 해를 구하기 위한 톰슨 샘플링 

기반의 베이지안 보상 추정 기법과 이를 바탕으로 한 

경로 재계획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임의로 구성된 환경과, 실제 교통사고 데이터를 기

반으로 한 환경에서의 검증 실험에서, 제안한 보상 추

정 기법은 기존의 MLE 기반 보상 추정 기법 대비 최

소한의 이익 손실로 장기적인 지속정찰 임무를 수행

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추후 제안한 기법을 기반으로 한 근사 알고리즘 기

반의 경로 재계획 기법을 통해 계산 복잡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더욱 넓은 영역에서의 지속정찰 임무의 

해를 구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확

률 변수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상황에서 정찰 임무 

수행을 위한 샘플링 기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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