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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를 한 최 의 3차원 비행경로 

추천 시스템 설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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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rone technology, which is receiving a lot of attention due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requires 

an Unmanned Aerial Vehicles’(UAVs) flight path search algorithm for automatic operation and driver 

assistance. Various studies related to flight path prediction and recommendation algorithms are being 

actively conducted, and many studies using the A-Star algorithm are typically performed. In this paper, 

we propose an Optimal 3D Flight Path Recommendation System for unmanned aerial vehicles. The 

proposed system was implemented and simulated in Unity 3D, and by indicating the meaning of the 

route using three different colors, such as planned route, the recommended route, and the current route 

were compared each other. And obstacle response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cope with bad weather. 

It is expected that the proposed system will provide an improved user experience compared to the existing 

system through accurate and real-time adaptive path prediction in a 3D mixed reality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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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드론과 같은 무인항공기

의 발달이 고도화됨에 따라 비행경로를 추천 및 제안

하는 기법에 있어 최근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 이는 단순히 연료의 효율성 및 비용의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조종사의 성향을 고려한 항행 습관

을 고려하여 도출해내기 때문에 안정성을 높이는 기

대효과를 나타낸다. 특히 방산업체를 중심으로 한 혼

합현실 분야, HMD(Head Mounted Display)와 같은 

항공전자 기술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민간개발도 함

께 성장하고 있다[2,3]. 그러나 이러한 무인항공기를 

위한 인프라의 마련과 경로 관제를 위한 체계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상용화할 수 없는 수준이

며,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또한 2차원 디스플레이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시야에 제약이 크다

[4]. 그러나 무인항공기의 경로 안내 시스템의 경우 

고도가 성층권까지 올라가는 일반 항공기와 달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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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도심에서도 주행이 가능한 고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며, 향후 공중 이동수단으로서의 역할로서의 

전망도 기대하고 있어, 이를 위해 혼합현실에서의 관

제 시스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5]. 더불어, 항

공 경로의 특성상 단순 최단 경로 뿐만이 아닌, 악천

후, 버드 스트라이크 등의 다양한 장애 요인에 대한 

대응 시스템도 함께 실시간으로 경로에 반영되어야 

경로의 추천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다[6].

본 논문에서는 무인항공기를 위한 최적의 3차원 

비행경로 추천 시스템 설계 및 구현을 제안한다. 제

안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빅데이

터 기반의 비행 운항 기록 프로파일 처리 시스템은 

무인항공기의 운항 기록 데이터의 수집을 위한 프로

파일 정규화 및 전처리를 진행하고 최적의 비행경로 

추천을 위한 프로파일 처리 및 생성 알고리즘을 위한 

DB 저장 및 관리 시스템이다. 둘째, A-Star 알고리

즘 기반의 맞춤형 비행경로 추천 시스템은 본 논문에

서 제안한 시스템이 제시하는 최적 비행경로를 도출

해내고 사용자에게 추천하는 시스템으로 항공 운항 

기록 데이터를 프로파일 처리하고, 빅데이터 및 인공

지능 기반의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비행경로 패턴을 

도출하여 항공 운항 상황에 최적화된 비행경로를 추

천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제안한 시스템의 검증을 

위한 추천 경로 시연 및 장애물 감지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관련연구로

서, 무인항공 모니터링 시스템과 A-Star 알고리즘 

기반 추천 시스템에 대해 서술한다. 3장은 제안하는 

무인항공기의 A-Star 알고리즘 기반 3차원 비행경

로 추천 시스템에 대하여 기술한다. 4장은 제안한 무

인항공기의 A-Star 알고리즘 기반 3차원 비행경로 

추천 시스템의 설계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구현 내용

에 대해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로 맺는다. 

2. 관련연구

2.1 무인항공 모니터링 시스템

무인 항공(Unmanned Aerial Vehicle, UAV) 또는 

통칭 드론(Drone)은 조종사가 실제로 직접 탑승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사전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경로에 기반하여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날아가는 비

행체를 일컫는다. 또한 자율비행 시 인공지능 탑재를 

통해 자체 환경판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비행체

와 지상통제장비 및 통신장비 지원장비 등의 전체 

시스템을 일컫기도 한다. 초기의 무인항공의 목적은 

군사적 용도로 시작되었다. 기술이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기체에 원격탐지장치, 위성제어장치 등 첨단 장

비를 갖춰 직접 인간이 접근 및 작업이 힘든 곳이나 

위험지역에서의 활용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게 됐다. 

나아가 공격용 무기를 장착해서 지상군의 적을 공격

하는 공격기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과학기

술의 첨가를 통해 촬영, 배송 등 다양한 분야로 사용

이 확장되고 있다. 

무인항공은 운용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데이

터를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

에서의 모니터링 수단으로서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김덕인[7]은 국토모니터링분야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지도제작 및 재난 재해분야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무인항공의 영상을 취득 

후 모니터링 내용 분석을 진행하였다. 천장우[8]는 

실시간 재난 모니터링을 위한 무인항공기 기반 지도

생성 및 가시화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여 무인항공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M. Elloumi[9]는 

도로 내의 교통 상황을 UAV를 통해 관제할 수 있도

록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UAV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2 A-Star 알고리즘 기반 추천 시스템

A-Star 알고리즘이란 주어진 출발 노드에서부터 

도착 노드로 향하는 최단 경로를 계산하는 알고리즘

이며, 기존의 경로 탐색알고리즘 중 대표 알고리즘인 

다익스트라(Dijkstra) 알고리즘과 유사점이 있으나, 

A-Star 알고리즘의 경우 각 꼭짓점에 대한 휴리스틱 

추정값을 매기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에 있어서 차

이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꼭짓점에 대한 평

가 함수를 정의해야 한다. 이를 위한 평가 함수 

은 다음 식 (1)과 같다.

      (1)

은 출발 노드로부터 꼭짓점 까지의 경로 가

중치를 뜻하며, 은 꼭짓점 으로부터 도착 노드

까지의 추정 경로 가중치를 나타낸 것이다.

한수영[10]은 A-Star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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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n optimal 3D flight path recommendation system for unmanned aerial vehicles.

형 위치 검출 시스템을 구현하였으며, 이를 통해 긴

급 구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신기 위치를 확

인하는 시뮬레이터를 제안하였다. B. Siregar [11]는 

지리정보시스템(GIS)와 A-Star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차량을 이용한 음식 배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A-Star를 활용하여 최단경로를 구한 후, 음식 배달 

차량 개체 추적을 위한 위치 기반시스템(LBS) 프로

그래밍을 사용하여 지리정보시스템(GIS)를 구축하

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무인항공기의 A-Star 알고리

즘 기반 3차원 비행경로 추천 시스템을 연구하기 위

해서는 무인항공기의 비행 운항 및 경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추천 경로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 

경로 시스템의 설계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3차원 비행경로 추천 시스템은 수집된 운항 기록과 

주변 외부 환경에 기반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최적의 경로

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다. 

3. 무인항공기를 위한 최적의 3차원 비행경로 추

천 시스템

3.1 시스템 개요

제안한 무인항공기를 위한 최적의 3차원 비행경

로 추천 시스템은 빅데이터 기반의 비행 운항 기록 

프로파일 처리 시스템과 A-Star 알고리즘 기반의 맞

춤형 비행경로 추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1은 제안한 전체 시스템의 작동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며, 무인항공체가 비행을 시작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운항 기록을 수집하는 작업 단계에서부

터 제안한 시스템이 작동하게 된다. 제안한 시스템의 

좌측면은 빅데이터 기반의 비행 운항 기록 프로파일 

처리 시스템을 나타낸 것으로, 무인항공기의 비행 운

항 및 경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 전처리 및 분

석을 하고 프로파일 생성 및 저장을 통해 시각화 처

리를 하여 이를 통해 응용 계층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가공 및 처리를 진행한다. 

처리된 데이터는 A-Star 알고리즘 기반의 맞춤형 

비행경로 추천 시스템으로 전달이 되어 무인항공기

를 제어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추천 경로 정보

를 제공 및 추천을 하게 된다. 전달된 데이터는 데이

터 엔지니어링을 통해 예측 모델을 형성하게 되고, 

이를 운용 및 적용을 하여 지속적인 모델의 학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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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al-time collected UAV flight data purification process and result sample.

진행하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비행 운항 경로 기록

의 데이터 분석 및 사전예측, 실시간 최적 비행경로 

추천, 분석된 정보 적응화, 데이터 큐레이션의 작업

을 진행한다. 또한 악천후 및 다른 사물, 혹은 타 무인

항공기와의 충돌 회피 등의 상황에 따른 변경된 실제 

비행경로에 따른 실시간 대응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하므로, 이에 따른 피드백 반영이 진행되어야 한다. 

3.2 빅데이터 기반의 비행 운항 기록 프로파일 처리 

시스템

빅데이터 기반의 비행 운항 기록 프로파일 처리 

시스템은 무인항공기의 운항 기록 데이터의 수집을 

위한 프로파일 정규화 및 전처리를 진행하고 최적의 

비행경로 추천을 위한 프로파일 처리 및 생성 알고리

즘을 위한 DB 저장 및 관리 시스템이다. 

프로파일의 구축은 맞춤형 추천 시스템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며 추천에 필요한 요소들을 

찾고 추천에 적합한 형태로 데이터의 정규화 및 분석

되어야 한다. 비행 운항 데이터는 기후 상황에 따른 

조종기체의 속도, 위치, 각도, 경로 등의 물리적 요소

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 데이터는 단위에 따라 각각 

저장되므로, 실제 추천 분석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단위와 속성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해당 데이터의 

경우 텍스트 형태로 저장되며, 이와 같은 초기 운항 

기록을 프로파일 형태로 저장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구사항이 요구된다.

첫째, 데이터 타입 및 테이블화가 진행되어야 한

다. 기존에 수집되는 데이터는 텍스트 형태로 저장되

기 때문에 이를 각 속성들의 특성별 또는 연관 관계

에 따라 테이블화 할 필요가 있다. 테이블화를 통해 

이후 분석되는 데이터의 시각화나 효율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둘째, 불필요한 속성 제거가 이루어져야 한다. 프

로파일이 많은 속성을 가질수록 AI 기반의 추천 시

스템에서 추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모델을 생성하

는데 더 많은 연산시간과 모델 복잡도를 가지게 된

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추천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

는 프로파일의 사전 분석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중복

되는 속성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상치 제거가 진행되어야 한다. 데이터에 

따라 데이터의 손상, 입력 오류, 단위 오류 등으로 

인해 데이터가

잘못 저장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한 전처리 과

정에서 원시 로그 데이터의 경우, 불필요한 값이 존

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정제하기 위해 직전 값 대비 

다음 값이 비정상적으로 변할 경우 이상치(Outlier) 

제거 알고리즘을 채택한다. 따라서 선행적으로 데이

터 시각화를 통해 이상치를 탐색하여 제거 또는 정규

화할 필요가 있으며, Fig. 2의 결과와 같이 나타난다. 

넷째, 속성 간 연관성을 파악해야 한다. 일부 속성

값들의 경우 연관성을 가지므로 추천 분석 시 그룹핑

하여 추천하는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 

시각화 분석을 통해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 속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항 기록 프로파일의 

정제 및 구축을 하기 위해서 무인항공기의 운항 경로 

기록을 통해 실시간 트렌드 데이터를 수집 및 정제, 

분석을 통한 데이터 명세화 및 정의를 진행하고, 이

후 데이터 통합 및 전처리 실행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수집된 데이터의 패턴을 분석하고 악천후 및 

장애물에 대처할 수 있는 상황 분석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의 장애 패턴 분석 알고리즘을 포함한다. 특히 

계획된 비행경로와 실제 비행경로 간의 차이를 만드

는 여러 외부 변수들의 경험 데이터는 항행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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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ustomized flight path recommendation system based on A-Star algorithm.

내의 환경 변수를 달리한 주행 기록을 기반으로 지속

적으로 수집하여 데이터 애널리틱스(data analytics) 

모델을 형성할 수 있도록 수집 및 가공이 되어야 한다. 

3.3 A-Star 알고리즘 기반의 맞춤형 비행경로 추천 

시스템

A-Star 알고리즘 기반의 맞춤형 비행경로 추천 

시스템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이 제시하는 최

적 비행경로를 도출해내고 사용자에게 추천하는 시

스템으로 항공 운항 기록 데이터를 프로파일 처리하

고,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의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비행경로 패턴을 도출하여 항공 운항 상황에 

최적화된 비행경로를 추천하는 시스템이며 Fig. 3의 

구조로 처리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빅데이터 기반의 

비행 운항 프로파일 처리 시스템에서 처리된 데이터

들이 전달되거나 검색이 요청될 때, 무인항공기의 비

행 운항 경로 기록 빅데이터 DB와 지속적으로 학습

되어 피드백 데이터로써 저장되어있는 A-Star 알고

리즘을 기반으로 처리된 패턴/예측 분석 인공지능 

DB를 구축하게 된다. 

특히 수집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

여 다양한 상황에 따른 경로를 분석하는 알고리즘 

및 학습 모델로서 최적 경로 탐색 및 추천에 적합한 

A-Star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휴리스틱 가중치 계

산법을 통해 타 알고리즘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빠른 

최단거리 길 찾기가 가능하며, 주변 환경 또는 추정

값이 반영된 실질적 최단거리를 찾기 용이하다는 점

에 있어 A-Star 알고리즘을 선택하였다.

A-Star 알고리즘의 최적 비용을 구하는 알고리즘

은 수식 (2)과 같다. 은 시작 지점으로부터 현재 

위치까지의 비용을 계산하는 함수를 나타내며, 

은 현재 위치에서부터 도착지점까지 예상되는 비용

을 계산하는 함수를 나타내고, 이를 합친 을 구한 

후, 가장 작은   값을 가진 경우를 최적 경로라고 

저장하여 해당 노드들의 인덱스를 반환하여 경로로 

나타내도록 하였다.

      (2)

이후 실제 UAV 운행 시 건물, 새 등과 같은 물리

적 장애물을 피해야 하는 장애물 감지 및 대응 기능

과,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인한 비행 접근 불가 구

간(No Fly Zone)의 감지 및 대응을 기반으로 상황에 

따른 최적화된 경로 추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

물을 감지하는 알고리즘을 작성하였으며 그 순서도

는 Fig. 4와 같다. 장애물 감지 알고리즘을 위해 유한

한 두 세그먼트의 교차점을 통해 최적 경로가 될 수 

있는 모든 후보 경로들과 장애물들의 경계 사이의 

LOS(Line-Of-Sight: 가시거리) 상태 점검을 고려해

야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으

며 Fig. 5의 형태이다. 

① 유한한 세그먼트 P1-P2 점 를 정의하여 

수식 (3)과 같이 정의함


   

    
 ∈  (3)

②    일 때, 점 P1을 수식 (4)과 같이 정의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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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Star algorithm-based UAV optimal path search algorithm.

Fig. 5. Node detection process within obstacles.

③ 수식 (5)에 의해 마찬가지로  일 때  은 

P2를 정의함

  
   

 (5)

④ 즉,   과 같은 의 다른 모든 값에 대해 

P1과 P2 사이의 선분을 따라 지정하게 됨. 그러나, 

  또는 이면 이 P1 아래 ()또는 P2 

위에 () 놓여있게 되므로, 고려하지 않아도 됨

⑤ 마찬가지로, 또 다른 라그랑주 매개 변수로 정

의될 수 있는 꼭지점 P3-P4를 결합하여 형성된 유한

한 범위 내의 모서리 E2는 다음 수식 (6)를 사용하여 

정의할 수 있으며, ∈을 따름


   

    
 ∈  (6)

⑥  은 점 P3을 정의하고,  은 P4를 정의하

며, 은 그 사이의 모든 노드를 정의하게 됨

⑦ Z 점은 두 세그먼트의 교차점이므로 수식 (7)을 

통해 구할 수 있음


    

    
 (7)-1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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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Validation of matlab-based 2D A-Star algorithm and 3D A-Star algorithm.

⑧ 수식 (8)-1의 과정과 같이 재정렬 및 행렬 형식

으로 작성 후, 8-(2)의 유효성 검증 및 LOS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여 해당 지점이 통과 가능한 

지점인지, 혹은 비행 중 시야 방해가 이루어지지 않

는 경로인지를 판별할 수 있음


    

    
   

    
  

(8)-1

  
재정렬 : 

        
          

          
 
조건 검증 : 


   

(8)-2

≦≦  ≦≦

다음 수식으로 구성된 알고리즘을 기존 구현되어 

있던 2D A-Star 알고리즘의 구현 내용을 기반으로 

3D A-Star 알고리즘을 구현 및 검증을 진행하였으

며, 이때, 2D와 구분되는 3D A-Star 알고리즘 기반

의 구현 요소들을 고려하여 추가 개발을 진행하였다. 

Fig. 6은 실행 시 결과 모습으로 평면 구조에서 입체

화로 변형된 후 경로 탐색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① 고도가 추가되어 있어 휴리스틱 계산 시 이를 

고려하여 수식을 다시 산정 하였음. (X, Y, Z 축의 

3차원 방향으로의 계산이 필요)

function hew = heuristic_cost(newnodepos, 

goal)

hew = sqrt((newnodepos(1) - goal(1)).^2 + 

(newnodepos(2) - goal(2)).^2);

▼

function hew = heuristic_cost_3d(newnodepos, 

goal)

hew = sqrt((newnodepos(1) - goal(1)).̂ 2 + 

(newnodepos(2) - goal(2)).̂ 2 + (newnodepos(3) - 

goal(3)).̂ 2);

② 기존의 좌표 평면에서 이루어졌던 Node 계산

이 3D Grid 상에서 매칭이 될 수 있도록 3차원 상 

좌표 평면 환경이 구성되어야 함

③ Obstacle 및 No Fly Zone의 확인이 필요함

  - 물리적 접근이 불가한 장애물 : 건물, 사람, 

도로 등

  - 통과는 가능하지만 접근하지 말아야 하는 경

로 : 악천후 등

4. 구현 및 시뮬레이션

본 제안한 시스템의 설계 및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항공 데이터 수집을 위해 미국 켄트대학교에서 측에

서 무인항공기의 모의 비행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무인항공기의 이동 로그 데이터의 수집은 Marvel-

mind사의 Indoor GPS Beacon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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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Flight log data screenshot sample.

무인항공기의 이동 로그 데이터 수집을 위한 Indoor 

GPS Beacon은 송신기와 수신기 간의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여 좌표 값을 받아올 수 있으며, 실험 공간은 

3.3 m×3.8 m×2 m로 설정해 주었음. 바닥에 네 개, 

천장에 가깝도록 벽에 세 개의 비콘을 설치하여 보다 

좌표 값의 정확도를 높여주었다. 구현을 하기 위한 

3차원 좌표계의   좌표가 양수로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좌표계의 원점을 임의로 하나의 

비콘으로 설정을 한 후, 장애물은 아래의 좌표에 맞

춰 위치시키고 무인항공기의 모의 비행 테스트를 진

행하였음.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은 임의로 지정하여 

실험 동안 유지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최적 경로 계산

을 위한 경로 데이터를 Fig. 7과 같이 수집하여 전달

받아 데이터 셋 프로파일 구축을 위한 전처리 과정을 

진행하였다. 

A-Star 알고리즘의 좌표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3

차원의 격자를 동적으로 생성하였으며 실행화면은 

Fig. 8과 같다. 실제 주행 모습을 보여 줄 때에는 격자

의 가시성(Visibility)를 False로 선택하여 투명하게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각 Grid의   의 크기

(Scale) 및 한계값(Limitation)을 조절할 수 있게 하

여 외부에서 받아오는 경로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 

유동적으로 맵핑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Fig. 9에서 흰색 정육면체를 건물과 같은 물리적 

장애물, 반투명 노란색 정육면체를 악천후와 같은 비

행 접근 불가 구간으로 설정하였으며, Fig. 10을 통해 

A-Star 알고리즘을 적용시킨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추천 경로가 장애물을 피하며 정상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마젠타(Magenta) 색상은 추천 경

로, 주황색 색상은 계획 경로, 그리고 시안(Cyan) 색

상은 현재 경로를 나타낸다.

현재 알고리즘이 정상 작동함을 확인하기 위해 고

의적으로 장애물 및 비행 접근 불가 구간에 부딪히는 

경로 데이터를 생성하여 경고 안내를 나타내는 기능

을 구현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11과 Fig. 12와 같이 

나타난다. 물리적 장애물의 경우 통과가 불가능하며, 

2초간 정지한 후, 다시 운행을 재개하는 형태로 구성

하였으며, 비행 접근 불가 구간은 악천후와 같이 평

상시에는 운행할 수 있는 경로이나, 추천 경로상 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구역이라고 판단되는 구간

으로 지정하였으며, 해당 영역은 통과는 가능하지만 

경고 안내를 줄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5. 결  론

무인항공기를 위한 최적의 3차원 비행경로 추천 

시스템은 빅데이터 기반의 비행 운항 기록 프로파일 

처리 시스템과 A-Star 알고리즘 기반의 맞춤형 비행

경로 추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뮬레이션

을 통해 추천 경로를 파악하고, 해당 경로가 어떻게 

장애물을 지나가고, 혹은 장애 상황에 대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시스템을 통해 몰입감과 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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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Dynamic creation of 3D grid based on Unity 3D.

Fig. 9. Created 3D grid (When the limitation of the Y-axis is set to 5).

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황별 특성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경로를 제안할 수 있게 되어 시간적 · 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었다. 

성능검증을 위한 항공 데이터 수집을 위해 켄트대

학교에서 측에서 무인항공기의 모의 비행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무인항공기의 이동 로그 데이터를 수

집한 후 이를 바탕으로 A-Star 알고리즘 기반의 맞

춤형 비행경로 추천 시스템을 기반으로 최적의 비행

경로를 도출해내어 시뮬레이션을 구현하였다. 흰색 

정육면체를 건물과 같은 물리적 장애물, 반투명 노란

색 정육면체를 악천후와 같은 비행 접근 불가 구간으

로 설정하여 관찰에 무리가 없도록 설정하였고, 

A-Star 알고리즘을 적용시킨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추천 경로가 장애물을 피하며 정상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마젠타(Magenta) 색상은 추천 경로, 주황색 

색상은 계획 경로, 그리고 시안(Cyan) 색상은 현재 

경로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본적으로 

건물과 같은 장애물에 대해서는 경로가 정상적으로 

계산이 되면서 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갑

작스러운 돌풍과 같은 일시적인 악천후, 즉 통과 가

능한 장애물의 경우, 부딪히는 상황을 가정한 후 실

험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경고 안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향후 제안한 무인항공기를 위한 최적의 3차원 비

행경로 추천 시스템의 성능 개선을 위해 휴리스틱 

가중치 값의 계산을 위하여 주변 환경 변수와 경로 

결과에 대한 상관 관계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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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Demo of optimal flight path recommendation algorithm based on A-Star algorithm.

Fig. 11. Demo showing notification if hit no fly zone.

Fig. 12. Demo showing notification when hit with physical obstacle.



1356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24권 제10호(2021. 10)

진행해야 하며,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양

의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혼합현실 환경에 옮겨 관제할 수 있는 

UI를 설계함으로써, 2차원 디스플레이의 한계를 해

소하고, 다각도로 접근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추천 경로상의 오류 여부 및 운행 결과에 대한 검수

와 만족도 평가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할 연구가 필요하며, 혼합현실 기술을 적용한 만큼 

몰입감과 높은 실체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제안 경로에 대한 피드백 데이

터 및 평가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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