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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술의 발전은 사용자에게 더 나은 컴퓨팅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또한 실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들을 회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해결방법도 제공한다. 특히 무인 항공기(UAV)를 이용

한 응용 분야에서 컴퓨터를 통해 다양한 변수들을 조작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미리 시뮬레이

션 할 수 있는 기법이 새로운 연구영역으로서 활발한 연구가 일어나고 있다. UAV(Unmanned Aerial

Vehicle)는 비행체에 사람이 타지 않는 것으로서 지상에는 원격 조종하는 조종사가 존재하며 비행체를

제어 및 운용하며 일반적으로 사람에 의한 정찰이 불가능한 임무의 수행 또는 자연 생태에 대한 정보를

측정하고 수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다.

UAV와 관련된 응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분산 시스템 환경에서 이루어지며 Agent기반 프로그래밍

기법은 다양한 시뮬레이션 기법들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해 저장하고 분석, 가공한 후 여러 시스템

구현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진다. 또한 Agent 기반 시스템은 지능형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많이 사용

되고 있었으며 최근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상황인식 컴퓨팅(Context Awareness Computing)을 통

한 사물/사람/장소의 통합운영에 매우 중요한 소프트웨어적 특성을 갖고 있다.[1] 임베디드 시스템 연구

영역에서는 Operator의 제어를 위한 작업을 도와주거나 대신해 주는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가능한

Software Agent의 설계 및 구현을 통해 재사용 할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한 시스템

구현이 가능하다. 비용적 부담을 최소화 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Agent 기반 프

로그래밍 기법은 계속해서 연구분야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분산된 환경에서의 서비스 처

리가 필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2. 본 론

Multiagent System은 자신이 존재하는 시스템이나 자신의 보다 나은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작용하고

에이전트들 사이의 상호 작용들이 서로 조화되도록 대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Multi-UAV HILS 환경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Multiagent System을 설계/구축하였으며 에이전트를 이

용한 비행 데이터를 생성하여 실제 HILS 시스템에서 데이터가 전송되는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

능하고, 임무지향 에이전트를 통해 정해진 임무수행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 연구를 목적으로 하

며 세부적인 연구내용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로 UAV HILS 환경을 위한 Multiagent System

시뮬레이터를 설계한다. 두 번째로 Multi-UAV 제어를 위한 Agent System 설계 및 Mission설정, 임무

수행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현 및 테스트한다. 세 번째로 다양한 UAV 모델에 적용 가능하고 재

사용 가능한 Multiagent System 모델을 연구한다.

본 논문에서는 Multi-UAV HILS 환경에서 병렬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능동형 멀티 에이전트 모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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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고자 한다. 에이전트를 위한 병렬 프로그래밍 기법은 프로세스들이 여러 개이거나 여러 스레드들

이 동시에 실행되는 환경에서 에이전트는 분산 프로그래밍에서와 동일한 장점들을 제공하며 에이전트들

사이의 상호협동을 구현하기가 훨씬 쉬워진다.[2] 구현을 위해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에 적합한 java를

이용하였으며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HILS 데이터를 생성하고 저장하기위해 MySQL Database를 사용하

였다.

Generate HILS Data

Operator로부터 비행 정보를 입력받아 AutoLanding 상태의 비행 데이타를 임의로 생성하여 DB에

저장한다. DB에 저장된 비행 데이터는 MAS 시스템을 구동시키고 데이터가 loading될 때 사용되

어진다.

Agent Manager

Agent Manager는 Operator로부터 Data를 입력받아 HILS Data를 생성하며 Agnet Manager 내의

동작수행 쓰레드를 통해 각각 입력된 데이터가 구동될 UavAgent 쓰레드를 생성한다.

UavAgent

UavAgent는 Agent Manager가 보내주는 데이터를 받아 실제 미션을 수행한다. 미션의 수행은

Agent Manager로부터 받은 비행 데이터와 임무 클래스 내의 함수가 호출됨으로서 수행된다. 각각

의 UavAgent 쓰레드들은 미션을 수행하며 결과를 Agent Manager를 통해 보여준다.

Mission Command

운영자로부터 구현된 명령을 실행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운영중인 UAV에서

적용 가능한 두가지의 임무를 구현하였다.

< Setup Way Point >

n대의 uav를 Operator가 정한 Target의 위치로 이동하여 충돌하지 않도록 Target 으로부터 적

절한 위치를 선점하여 이동하여 Landing 상태를 유지한다.

< Adjust Camera Angle >

UAV에 탑재된 카메라의 현재 Angle 값을 받아 Target을 향하기 위한 Angle 값을 계산하여 카

메라 Angle를 조정한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Multi-UAV HILS 환경에서 임무수행을 위한 MAS 시뮬레이터를 설계하고 시뮬레이션

가능한 임무 지향 커맨드를 지원하도록 구현하였으며 앞으로 추가 임무를 구현할 예정이다. 특히 무인

비행체의 실시간 비행 및 임무 수행 중 특정 상황에서의 비행체의 제어가 필요할 경우 정형화된 임무

에이전트를 통해 쉽고 빠르며 효율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

다. 제안한 에이전트 시스템을 통하여 에이전트 간 협력 시스템 개발 방법을 제시하고 비행체 모델 뿐

만 아니라 다른 무인 조정 모델의 경우에도 비행체 제어 변수의 간단한 수정만으로도 재사용 가능하다

는 데 그 이점이 있으며 또한 반복적인 임무에 대하여 시스템의 큰 수정없이 미션의 추가 구현을 통해

쉽게 적용할 수 있다. 향후 계획으로는 무인 비행체의 임무수행중에 발생할 수 있는 미션에 대한 추가

와 기체의 고장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실시간 비행데이터를 실제 Multi-UAV HILS

시스템과 통합하여 테스트 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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