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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의 편대비행을 위한 트랙유도 알고리즘 설계

Design of a Track Guidance Algorithm for 
Formation Flight of UAVs

이 동 우, 이 재 현, 김 승 균, 석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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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modified track guidance algorithm for formation flight of multiple UAVs. The suggested 
guidance algorithm is the spatial version of the first order dynamic characteristics for a time-dependent system so the algorithm 
is able to generate a path without overshoot to track the desired line. A crucial design parameter is a spatial constant that 
controls the shape of the convergence to an assigned flight path similarly to a time constant. Reference flight trajectories are 
designed based on a two-dimensional vehicle model, and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guidance law is verified by numerical 
simulation using rigid body UAV dynamics with MATLAB/Simulink Aerosim Blockset. 

Keywords: formation flight, UAV, spatial constant, flight path, guidance law

Copyright© ICROS 2014

I. 서론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는 현재 미국

과 이스라엘 및 유럽 국가들을 필두로 아시아 여러 국가에

서도 연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미래의 중요한 항

공우주 기술 분야이다[1]. 감시, 정찰, 수색, 물건투하 등

군사적 용도에서 시작한 무인항공기는 군사력 증진에 기여

하였으며, 최근에는 본래의 임무 영역에서 확장하여 인간

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정찰, 기상관측, 산림업, 농업, 
어업 등등 민간영역에 까지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유인기

가 수행하고 있는 여러 임무를 대신하고 있다[17]. 하지만

단일무인항공기는 임무수행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제

한된 범위 내에서 운용이 가능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수의 무인항공기를 운용하는 방법이 도입

되었다. 다수의 무인항공기의 운용은 각각의 기체 자체의

성능 변화 없이 임무할당을 통해 상호 협력적 임무를 수행

할 수 있으며, 임무 분담에 따른 다양성, 정확성 및 효율성

등 전략적인 장점을 갖는다. 이와 같은 연구는 미국의 선

도 하에 호주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진행되어왔으며, 이
후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가세하여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다

양하고 실용적인 무인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3].
무인기 연구 선진국 중 하나인 미국은 UAS Roadmap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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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2030년 까지 무인기의 기술수준을 편대 비행 작전이

가능한 공격용 무인기로 계획하고 있다[4]. 이렇듯 미래 무

인기의 임무는 보다 다양하고 복잡해질 것이며 다양한 임

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정찰 감시 활동은 물론 위협 표적

공격, 생존성 향상을 위해 대공 위협물 회피 및 충돌회피

등의 능력이 필요하게 된다. 무인기의 이러한 능력을 가능

하도록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경로점 추종이나 비행경로

추종이 가능한 유도 알고리즘[16] 및 편대비행 제어에 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5,6].
편대비행 제어에 대한 연구는 선도기 - 추종기(Leader- 

Follower), 가상구조(Virtual structure), 행동기반(Behavioral), 
일치기법(Consensus) 등으로 나누어진다[7]. 선도기-추종기

기법은 특정 기체를 선도기로 설정하고 나머지 기체를 추

종기로 정의하여 추종기 기체들이 선도기의 비행궤적을 추

종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선도기-추종기 접근 방식에 있어

서 동역학 모델을 이용한 3차원 편대비행 제어 기법이 연

구된 사례가 있으며 고전 선형제어기법 PID (Proportional, 
Integral, and Derivative)를 사용하여 편대 모양을 유지한 국

외 연구 사례가 있다[8]. 가상구조 기법은 선도기-추종기 방

식에 비하여 편대비행 형태를 취하는 것에 더 유연하지만

중앙 집중방식이기 때문에 한 점에서 예상하지 못한 변칙

이 전체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중앙 집중방식을 이용한 가상구조 편대비행기법이

연구되어 왔는데 이런 기법은 많은 수의 비행체를 제어 할

때 혹은 제한된 비행체간의 통신 데이터 할당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9]. 행동기반 기법은 분산형 방식

으로써 다른 편대비행 전략 보다는 적은 통신을 필요로 하

는 특징이 있지만 편대유지를 위한 상대거리의 대칭성이

유지되어야만 정상적인 성능을 제공한다는 단점을 가진다. 
이러한 행동기반 기법과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무리제어

알고리즘이 연구 된 바 있다[10]. 일치기법은 각 개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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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비행제어시스템블록선도.
Fig. 1. Schematic for basic flight control system.

근접 개체와의 제한된 정보교환 및 공유를 연속적으로 유

지함으로써 협동제어를 구현하는 방식의 접근법 이다[11]. 
기존 연구된 일치기법을 이용한 피드백 선형화 편대비행기

법에서는 편대 비행시 특정 선도기가 존재 하지 않으며 오

직 이웃한 무인기간의 정보만을 이용하여 제어한다는 특징

을 갖는다[12].
본 논문에서는 경로점을 추종하고 이를 편대비행까지 확

장 가능한 트랙유도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유도 알

고리즘은 1차 시스템의 시상수와 같은 공간유도 상수를 제

어 변수로 설계 하며 공간유도 상수에 따라 이론상 오버슛

없는 비행궤적을 생성할 수 있다. 이러한 경로점 추종 알고

리즘을 편대비행을 위한 알고리즘으로 확장하였으며 이때

설계변수인 공간유도 상수는 편대 비행 시 종/횡방향 오차

수렴을 결정하는 파라미터가 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트랙 유도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

하여 단일 무인항공기의 동역학 모델로서 Aerosonde 비선

형 모델을 사용하였다. Aerosonde 비선형 모델의 각 축 안

정성 증진을 위하여 내부 루프로는 PID제어기를 이용한

SCAS (Stability Control Augmentation System)을 설계하였으

며 외부 루프로는 트랙유도 알고리즘과 편대비행 알고리즘

을 설계 하였다. 비선형 모델 시뮬레이션 환경으로는

Matlab/Simulink와 Aerosim blockset을 사용하여 구축 하였다.
본 논문 II 장에서는 시뮬레이션에 사용될 Aerosonde 동

역학 모델 및 SCAS 설계에 대하여 논하였으며 III 장에서

는 트랙유도 알고리즘과 편대비행을 위한 트랙유도 알고리

즘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IV 장에서는 트랙유도 알고리즘과

설계 변수 및 상황에 따른 트랙유도 알고리즘을 시뮬레이

션 수행 하였고 V 장에서 결론을 논하였다.

II. 모델링

본 논문에서는 트랙유도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하여 호

주에서 개발한 Aerosonde 비선형 모델을 사용하였다. 
Aerosonde는 호주에서 개발된 무인기로서 1995년 해양 대

륙 뇌전실험 관측사업(MCTEX: Maritime Continent 
Thunderstorm Experiment)에 처음 사용되었으며, 1998년에

실용화가 이루어져 많은 실험관측에 이용되어왔다[13,14].
1. 동역학 모델 식

Aerosonde 모델의 비선형 동역학 모델 식은 다음과 같다.

- Forces Equation of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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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v w]T : 항공기의 공기역학적 속도 벡터

[αx αy αz] : 공기역학, 추진력, 바람의 가속도 성분

[p q r]T : 동체 각속도 성분

[ɡx ɡy ɡz]T : 중력가속도 성분

- Moments equation of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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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M N] : 항공기의 공기역학적 모멘트 성분

- Velocity equation of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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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형 모델 

내부 제어기를 설계하기 위해서 비선형 모델로부터 선형

모델을 얻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Trim 조건에서 항공기

의 동역학적 파라미터와 공기역학적 계수를 이용하여 선형

화를 수행하였다.
3. SAS 시스템 설계 및 검증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 roll, pitch, yaw 3축의 자세제어를

위해 PID 선형제어 기법을 이용하여 Flight Control System
을 설계하였다. 제어 명령에 대한 블록 다이어그램은 그림

1과 같다.
PID 선형제어기법을 이용하여 설계한 Flight Control 

System을 검증하기 위해 비선형 모델 Aerosonde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였다. 표 1을 보면 Flight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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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비선형모델의제어반응비교.
Table 1. Comparison of response for UAV.

제어기가 없는 비선형 모델 제어기가 적용된 비선형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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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이 없는 비선형 Aerosonde 모델의 경우 spiral mode 불
안정성에 의하여 상태값이 발산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Flight 
Control System 설계 이후 명령값에 해당하는 속도 24m/s 고
도 1000m 헤딩 355도에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II. 트랙 유도 알고리즘

무인항공기의 경로점 항법을 위하여 3차원 공간에서 두

경로점을 잇는 경로선을 가정하였으며, 경로선을 추종하는

트랙유도 알고리즘을 도입하였다. 일차 전달함수 시스템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알고리즘으로 1차 시스템의 시상수

(Time Constant)와 유사한 공간유도상수(Spatial Guidance 
Constant, (m))를 파라미터로 갖는다.

그림 2와 같이 추종하고자 하는 선분(Track Line)을 가정

해보자. 질점모델로 가정한 비행체의 속도벡터를 경로선에

수평한 성분과 수직인 성분으로 분리한다. 비행체가 경로선

과의 거리오차에 대해 그림 2와 같이 수렴한다고 하면 비

행체의 지상속도(Ground Speed)는 두 성분으로 나눌 수 있

으며, 비례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된다.




 

 (7)

그림 2. 트랙유도알고리즘구성도.
Fig. 2. Schematic for track guidance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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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8)에서 


 ′라 정의하고 식을 다시 정리하면 식

(9)와 같이 1계 비제차 미분방정식이 되며 그 해는 식 (10)
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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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식 (10)은 전형적인 1차 전달함수를 가지는 시스템의 동

역학 형태이며 x=β일 때 목표거리 의 63.2%에 도달한다. 

 
  (11)

일차 전달함수 시스템의 동역학과 비교하면 베타는 시상

수에 대응하는 공간유도 상수(Spatial Guidance Constant)이
다. 즉 공간 변수(x)에 대한 y(x)의 수렴도를 결정한다. 또
한 x = 3,4,5β 일 때 응답은 각각 최종값의 95%, 98.2%, 
99.3%에 도달 하므로 x>=4β 에서 최종값의 2% 이내에 도

달하게 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베타값에 따라 비행체의 목표 경로선

추종성능이 예측 가능하고 목표 경로선에 급격하게 혹은

완만하게 추종하는 비행궤적을 설계할 수 있다. 그러나 실

제 항공기가 급격한 비행궤적을 추종할 때 비행체 동역학

이나 탑재장비의 하중 및 특성에 따라 적절한 롤각의 제한

이 있기 때문에 비행체의 비행특성에 따라 적절한 베타 값

을 설계해야 한다.
비행체가 추종해야할 경로선은 목표점 을 이은

선분이다. 비행체의 위치는 목표점 로부터 알 수 있으

며, 비행체는 점 을 추종하도록 한다. 이때 비례 게인

를 피드백 하는 형태로 식 (1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2)

또한 정상 수평선회 비행을 할 때 식 (13)과 같이 롤각

과 방위각의 변화율 간의 관계식이 성립한다. 

cos sin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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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트랙유도알고리즘구성도.
Fig. 3. Strategy of the track guidance algorithm.

그림 4. 비행기롤각과방위각변화량.

Fig. 4. Conversion of  into .

가 충분히 작다면 sin≈  cos≈   으로 선형

화 할 수 있으며, 식 (13)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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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종 트랙유도 알고리즘을 위한 롤각 명령은 식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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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편대 비행 알고리즘

기존 트랙 유도 알고리즘이 이미 알고 있는 두개의 경로

점을 잇는 트랙라인을 추종하였다면 편대비행 알고리즘은

선도기와 추종기의 위치 및 선도기 헤딩 방향을 이용하여

추종기가 추종해야 할 트랙을 생성한다. 생성되는 트랙은

매 샘플링 시간 마다 새롭게 생성되며 그림 5와 같다.
편대 비행에서는 선도기를 기준으로 종방향과 횡방향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서 편대비행을 수행한다. 본 논

문에서는 V자 편대 비행을 위하여 그림 6과 같이 선도기로

부터 오프셋 된 가상의 선도기를 생성하였으며 이때 생성

된 트랙을 추종하여 편대비행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종방향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부 루프로는 PID 제어

기를 사용하여 속도를 제어 하였으며 외부 루프로 PD 제어

기를 이용하여 종방향 거리를 제어하였다.
무인항공기가 편대 비행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간 좌표

상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선도기

헤딩방향 축을 기준으로 새로운 좌표축을 생성하여 상대거

리를 계산 하였다. 선도기 중심 좌표축을 기준으로 추종기

와의 상대 거리는 다음의 기하학적 관계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15].

그림 5. 선도기의유도라인.
Fig. 5. Track guidance of leader.

그림 6. 오프셋된선도기의유도라인.
Fig. 6. Track guidance of offset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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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트랙유도 알고리즘의 편대비행을 위한 헤딩 변화

량은 식 (17)과 같으며 이때 편대비행을 위한 블록선도는

그림 8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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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시뮬레이션

본 장에서는 질점 모델에 대한 유도 특성을 보다 실질적

으로 검증하기 위해 Aerosonde 비선형 모델을 이용하여 시

뮬레이션 검증을 수행 하였다. 먼저 트랙유도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일기의 트랙라인 유도 테스트

해 보았으며 이후 편대비행 알고리즘 성능 테스트를 수행

하였다. 테스트 방법으로는 추종기의 초기 조건에 따른 선

도기와 추종기의 편대비행 성능을 검증하였으며 최종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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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D 편대비행기하학적구조.
Fig. 7. 2-D formation geometry.

그림 8. 편대비행알고리즘구조도.
Fig. 8. Schematic for Formation flight.

그림10. β값에따른편대비행비행궤적및오차.
Fig. 10. Formation guidance performance & dist err on β.

로 5대의 무인기에 대한 편대비행 수치 시뮬레이션 하였다.
1. 단일 무인기의 트랙추정 성능 테스트

Aeoronde 비선형 모델은 속도 23m/s, 최대 롤각 명령은

20°로 제한하였다. 이때 방향 변화량은 최대 9deg/s이며 설

계 파라미터 β값 100m, 200m, 400m에 대하여 초기 거리오

차 500m가 떨어진 트랙라인을 추종하는 테스트를 하였다.
그림 9에서 이론상 β값이 작을수록 트랙 라인에 빠르게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비선형 모델의 동역학 특성에 따

른 롤각 명령제한에 따른 최대 방향 각속도 변화량이 정해

지며 이를 초과하는 명령값 생성시 오버슛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9의 β값에 따른 Y(β), Y(4β)의 트랙 추

정치를 정리한 표 2를 보면 β 200m, 400m에 대해서 4β만
큼 이동시 2%이내의 오차를 보인 반면 오버슛이 발생한 β 
100m의 경우 5%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9. β값에따른트랙수렴도.
Fig. 9. Track convergence on various β with respect to time.

표 2. β값에따른트랙수렴표.
Table 2. Track convergence table for various β.

β Y(β) Y(4β)
100 351m(70.2%) 525.5m(105.5%)
200 352.5m(70.5%) 499.2m(99.8%)
400 353.2m(70.6%) 495.7m(99.1%)

이론값 316m(63.2%) 490m(98%)

2. β값에 따른 편대비행 성능 테스트

제어 설계변수인 β값이 편대비행 유도법칙에 끼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β값 100m, 200m, 300m, 400m에 대

한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조건으로는

선도기와 추종기가 초기 거리 500m 떨어진 지점에서 시작

하여 횡방향으로 진행하는 선도기의 우측 후방 100m의 편

대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림 10에서는 β값에 따른 편대비행궤적과 종횡방향거

리 오차를 보여준다. 편대비행 시 β값 100으로 설계한 제

어 알고리즘에서 오버 슛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

으며 오버슛이 발생하지 않는 β값은 작을수록 횡축으로

빠르게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종축오차에 대해

서는 더욱 늦게 수렴함으로 β값 설계를 통하여 종방향과

횡방향 오차에 대해 급격하게 혹은 완만하게 접근하도록

비행궤적을 설계 할 수 있다.
3. 초기 거리 오차에 따른 편대비행

본 절에서는 선도기와 추종기의 초기 거리 차에 따른 편

대비행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설계 변수 β값은 경험적

으로 최적값인 200으로 설계 하였으며 초기거리 오차 400, 
600, 800, 1000m에서 선도기의 포지션 대비 전, 후방 100미
터를 유지하도록 유도 명령값을 설계하였다.

그림 11에서 같은 β값으로 설계한 제어 알고리즘은 횡

방향으로 수렴하는 속도가 일정 하며 오차 범위로 도달하

는데 걸리는 시간은 거리에 비례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방향 오차의 경우 횡방향 오차가 β값에 해당하는 약



1222 Dongwoo Lee, Jaehyun Lee, Seungkeun Kim, and Jinyoung Suk

그림11. 초기거리오차에따른편대비행비행궤적및오차.
Fig. 11. Formation guidance performance & dist err on int. err.

그림12. 초기방향오차에따른편대비행궤적및오차.
Fig. 12. Formation guidance performance & dist err on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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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V자편대비행시뮬레이션.
Fig. 13. Simulation of formation f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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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편대비행중종/횡거리오차.
Fig. 14. Distance error of formation flight.

200m에 도달해야 줄어드는 특징을 갖는다.
4. 초기 위상오차에 따른 편대비행

편대비행 알고리즘의 선도기와 추종기의 초기 헤딩방향

각 오차에 따른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초기 방향각 오차

0°, 90°, 180°, 270°(-90°)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

다. 포지션 명령으로는 선도기 대비 전, 후방 100미터를 유

지하도록 유도 하였다.
그림 12에서 초기 방향각이 목표 경로선과 수직이 아닐

때 추종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트랙유도 알

고리즘은 비행체의 속도를 목표경로선 상에 β에 의해 정

해지는 point를 향하도록 비행체를 유도 및 제어하기 때문

이다. 또한 선도기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Out of phase에 해

당하는 초기 위상 오차 90°, 180°의 경우에도 선도기의 진

행방향에 해당하는 track line으로 추종기가 유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5. 동종다수 비행체 편대비행

본 절에서는 편대비행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Leader- 
Follower 방법을 이용하여 선도기를 포한함 5대의 무인기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추종기는 초기 임의의 위치

에서 선도기 대비 좌우 후방 50m 두 대와 좌우 후방 100m 
두 대에 대하여 V자 편대비행을 유지하도록 제어 하였다.

그림 13은 초기임의 위치에서 시작하는 각각의 추종기가

선도기로 부터 정해진 포지션으로 수렴 후 편대 궤적을 유

지한 시뮬레이션 결과 그래프이다. 편대 시뮬레이션 동안

선도기로부터 추종기가 유지해야할 종/횡 거리 오차와 각

비행체의 Φ, 속도 상태는 그림 14, 15와 같다.
추종기는 초기위치로 부터 요구되는 포지션으로 수렴

후 선도기 선회시 거리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선회시 헤딩 방향 변화에 따른 각각의 추종기가 추종

해야 하는 트랙 라인이 회전하며 선도기와의 위치 오차가

증가 하며 같은 속도로 비행 중 무인기 포지션에 따른 선

회반경이 달라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선회지 선회

반경이 짧을수록 속도를 낮추어 편대가 유지되도록 설계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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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 편대비행중Φ와속도변화그래프.
Fig. 15. Various of Φ & velocity of formation flight.

VI. 결론

본 논문에서 제시한 편대비행 알고리즘은 선도기-추종기

편대비행 기법으로 횡방향으로 롤각 명령과 종방향으로 속

도 명령을 제어하여 편대 모양을 유지하도록 설계 하였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편대 비행을 구현하기에 직관적이고 간

단하며 두 경로점에 의해 생성되는 경로선을 무인기가 편

대를 유지하며 추정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은 비행체들의 속도벡터가 일치

하는 비행에서 적용가능하며 서론에서 언급한 일치기법, 행
동기반, 가상구조를 이용한 편대기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트랙 유도 알고리즘은 일차 전달함수 시스템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알고리즘으로 1차 시스템의 시상수와 유사한

공간유도 상수를 설계 파라미터로 갖는다. 즉 β값 설계를

통하여 비행체가 Track line에 급격하게 혹은 완만하게 접

근하도록 설계 할 수 있으나 비행체의 동역학 특성을 고려

하여 최대 방향 각속도를 고려한 β을 설계 파라미터로 설

정해야 한다. 편대 비행을 위한 트랙유도 알고리즘 설계 시

β값은 선도기의 종/횡 방향 거리 오차를 수렴하는데 영향

을 주는데 β값이 작을수록 횡방향 오차를 먼저 수렴 시키

고 종방향 거리 오차를 늦게 수렴 시키게 된다. 따라서 추

후에는 알고리즘의 외란에 대한 강건성 테스트와 상황에

따라 가변 β값 설계를 통하여 종방향 오차 우선/횡방향 오

차 우선/종-횡방향 오차 동시 수렴이 가능한 알고리즘 연구

를 통한 최적의 편대비행 경로 생성 알고리즘 연구를 제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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