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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에서는 다층적 복수무인기 운용구조를 채용하고 상부에서 하부로 임무를 할당하고 각 계층에서 

수집된 정보를 통합, 임무를 수행하는 비행실험을 수행한다. 비행실험의 시나리오는 무인기로 

지상차량을 수송 및 엄호하며, 적의 기지를 방호중인 적군 무인기체를 무력화, 이후 수송된 지상차량을 

투입시켜 적 진지를 제압하는 것으로 제안한다. 비행 실험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시나리오가 

성공적으로 재현되었으며, 이종 자율 무인기 협업 체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mission flight test by adopting a management system of multi-layered multi-Unmanned Aerial 
Vehicles (UAVs), assigning tasks from the top to the bottom, and integrating information collected from each layer. The 
scenario of the flight test is composed of transport and protection of a ground vehicle by UAVs, prosecution of enemy 
UAVs protecting enemy position, and neutralization of enemy position with the ground vehicle transported. The 
scenario proposed in this paper successfully implemented and we verified that our intelligent cooperative system of 
heterogeneous unmanned vehicle system properly works. 

Key Words : Cooperative System(협력 시스템), Heterogeneous Unmanned Vehicle System(이종 무인기 시스템), 

Intelligent System(지능 시스템), UAV(무인비행기)  

 

1. 서 론 

현대전의 출발점이라 불리는 1991 년 걸프 전쟁
을 통해 나타난 미래 전쟁의 변화 양상은 전쟁 수
준이 저강도 분쟁과 고강도 분쟁이 뒤섞인 혼재된 
양상에서 시작되며, 감시정찰수단의 발전으로 실
시간 표적 정보의 획득이 가능해짐에 따라 표적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효율적 전장운용에 초점이 맞
추어 지고 있다. 통신체계의 발달과 기동수단의 
발전으로 작전의 템포가 빨라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선에서 시작하여 전략적 중심부를 공격하
는 순차적 개념에서 모든 전략 목표를 동시에 공
격하는 병행작전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래 전투 
환경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감시 및 정찰 요소들로
부터 획득된 대용량의 정보 중 전략적으로 우위에 
선점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분류한 뒤, 복수
(multi-agents) 및 이종(heterogeneous) 자율 무인기
에 전달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형태를 갖게 될 것

이다. 이와 같은 전술 무기 체계는 다양한 전투 
임무 환경에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인명 피
해를 최소화하고 병렬적 작전 수행을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한편 항공우주 주요 선진국에서는 지금까지 항

속 거리, 시간 등 다양한 임무 목적에 맞게 여러 
종류의 무인비행플랫폼이 개발되었다. 무인비행플
랫폼은 앞으로도 더욱 세분화 되고 종류가 많아지
게 될 것이며, 기존의 유인기가 할 수 없었던 새
로운 임무를 발굴하여 전략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데 사용 될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
의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을 때, 특정한 임무가 생
성되면 무인기 관리자는 어떤 무인기 몇 대를 언
제까지 어떻게 배치를 해야 하는지 의사결정에 어
려움 겪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종 자율 무인기의 협업체계를 

운용하게 되면서 수행 할 수 있는 적 진지 제압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비행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
다.  



 

2. 본론 

2.1 비행 실험 시나리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나리오는 크게 6 단계

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나리오에 투입되는 아군의 
기체는 엄호기 1대, 수송기 1대, 그리고 제압기 2
대이고, 적군의 기체는 방호기 2대로 구성되어 있
다. 비행실험에서 엄호기는 고정익으로, 수송기, 
제압기, 그리고 방호기는 회전익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수송 및 엄호가 이루어 지는데, 
수송기는 지상제압 차량을 탑재하고 제압기는 그
물형 무기를 장착하여 함께 이륙한다. 이 후, 고정
익 비행체가 수송기의 위치를 중심으로 하는 자동 
선회 비행을 통해 회전익 비행체들을 엄호하는 임
무를 시작하면 수송기와 제압기는 수송위치로 비
행한다. 수송기와 제압기는 GPS 기반의 경로점 비
행을 수행한다. 두 번째 단계로 전 진지에 방호기
가 출현하여 GPS 기반으로 임의의 지점들을 왕복 
비행하는 명령을 수행한다. 세 번째 단계는 제압
기에 장착된 그물형 무기를 이용해 적기를 제압한
다. 그물형 무기와 충돌하여 적 방호기가 추락하
면 제압 임무가 완료된다. 네 번째 단계로 수송기
가 적 진지에 착륙하여 지상차량을 배치시키고, 
지상차량은 목표위치로 이동한다. 지상차량 또한 
GPS 기반의 경로점 이동 주행을 수행한다. 다섯 
번째로 지상 제압 차량이 목표위치에 도달하면 자
동으로 스모크의 점화 트리거가 작동되며, 발화 
시 3 분 동안 연기를 발산시킨다. 연기를 통해서 
적 진지를 최종적으로 제압한 것을 표현한다. 마
지막으로 수송기와 제압기는 엄호기의 엄호를 받
으며 아군의 기지로 귀환한다. 마찬가지로 GPS 
기반의 경로점 비행을 수행하고, 귀환위치 범위 
내에 진입하면 자동으로 착륙한다. 엄호기는 수송
기와 제압기가 귀환위치에 착륙함과 동시에 착륙
한다. 엄호기가 최종 착륙하면 본 시나리오가 종
료된다.  Fig. 1 은 시나리오 수행에 대한 최소 임
무 단위의 흐름과 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초기
조건을 명시하였다. 
 

2.2 하드웨어 
앞 절의 시나리오 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군의 기체는 1대의 고정익과, 3대의 회전익, 그
리고 1 대의 지상제압 차량으로 구성된다. 아군의 
기체 사진은 Fig. 2. (a) 와 같다. 지상제압 차량

은 무게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고려하
여 3D 프린터로 제작되었으며, 적진을 제압하는 
과정을 표현하기 위해 연기 점화기를 장착하였다. 
최종적으로 운반되는 지상 차량의 무게는 약 800g
이며, 자체 제작된 그리퍼를 통해 수송기에 장착
된다. 제압기의 그물은 적진 방호기를 쉽게 제압 
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였다. 지름 1.2 m정도의 

수송 회전익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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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enario flowchart 

 



 

원형 프레임에 성긴 그물을 덧대어 회전익기의 프
로펠러를 공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완성된 
그물형 무기의 무게는 약 200g 이며, 네오디뮴 자
석을 이용하여 제압기에 탈착이 가능하도록 제작
했다. 적군의 기체는 Fig. 2. (b) 와 같이 회전익 2
대로 구성되며 적 진지는 자체 제작한 표적을 사
용하여 표현했다.  
 

2.3 비행제어 시스템 
본 논문에서 활용하는 회전익 비행체의 제어시

스템은 기준위치 생성기(position profile generator), 
기준 속도 생성기(velocity profile generator), 속도 
제어기, 자세 제어기로 구성되어 있다.(1) 고정익 
비행체의 자동 선회 비행은 원형 궤적 횡방향 유
도 제어 법칙을 기반으로 한 제어기로 구현되었
다.(2) 
 

2.4 비행실험 결과 
실험에 사용하는 기체는 총 고정익 1대, 회전익 

5 대, 지상차량 1 대이다. 이 중에서 고정익 1 대, 
회전익 3 대, 지상차량은 아군의 엄호기, 수송기, 
제압기로, 나머지 회전익 2 대가 적기의 방호기로 
사용되었다. 실험 장비의 제약으로 지상차량과 적
기 회전익 2 대는 수동으로 조종되었으며 아군의 
고정익 1 대와 회전익 3 대는 자동비행 하였다. 수
송기에 지상차량이 수동으로 탑재되고, 제압기에 
그물형 무기가 장착된 뒤 이륙을 시작했다. 수송
기와 제압기가 일정 고도에 도달하고 엄호기 고정
익이 이륙하여 수송기의 위치를 기준으로 선회비
행을 하면서 엄호를 시작했다. 다음으로 수송기와 
제압기가 적진으로 이동하고, 적진에서 방호기 2
대가 이륙했다. 아군의 제압기는 그물형 무기를 
이용하여 적의 방호기 2 대를 제압하였으며, 수송
기는 적진의 표적 앞에 착륙하여 지상차량을 내려

놓았다. 그 뒤, 수송기와 제압기는 출발점으로 귀
환했다. 지상차량은 적 진지의 표적 앞으로 이동
하여 스모크를 점화하였고, 표적이 쓰러지면서 적 
진지를 제압했음을 표현했다. 출발점으로 귀환한 
수송기와 제압기는 착륙하고, 엄호기 또한 착륙함
으로써 시나리오가 종료되었다. 이종 자율 무인기 
협업 체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으며, 적 진지 
제압 시나리오가 성공적으로 재현되었다. 비행실
험 중 아군의 회전익 3 대와 고정익 1 대의 3 차원 
궤적이 Fig. 3 에 나타나 있다. Fig. 3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제압기의 경로를 보면 귀환 중에 고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적의 
방호기를 제압하는 중에 고도축 제어와 관련된 부
분이 손상되었기 때문이다. Fig. 4. (a)는 고정익의 
궤적을 뺀 회전익 3 대의 궤적을 나타내었고 Fig. 
4. (b)는 비행 실험 중 지상국의 화면이다. 수송기
는 수송위치로 이동하여 착륙한 뒤 다시 이륙하여 
출발점으로 오는 궤적을 볼 수 있고, 제압기는 적
의 방호기의 위치로 이동하고 다시 출발점으로 돌
아오는 궤적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Fig. 3 과 
Fig. 4 를 통해서 비행실험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
음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5 는 비행실험 중 4 가

    
(a)                                             (b) 

Fig. 2. (a) UAVs of allied squadron, (b) Enemy position target and enemy UAVs      

 
Fig. 3. Trajectory of allied squadron including 

fixed-wing 

   
 



 

지 장면을 보여준다. Fig. 5. (a)는 아군의 수송기와, 
제압기, 그리고 엄호기가 이륙한 모습을 보여주고, 
Fig. 5. (b)는 아군의 제압기 2 대가 적의 방호기 2
대를 각각 그물형 무기로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준
다. 그리고 Fig. 5. (c)는 수송기가 적진에 착륙하여 
지상차량을 배치하고 지상차량이 적진으로 이동하
는 모습을 보여주며, Fig. 5. (d)는 최종적으로 적 진
지가 제압된 모습을 지상차량에서 나오는 연기와 
쓰러진 적 진지 표적을 통해서 나타냈다. 
 

3. 결 론 

본 논문은 이종 자율 무인기 협업 체계를 검증
하기 위해서 적 진지 제압 시나리오를 구성하였으
며, 총 1 대의 고정익과 크기가 다른 5 대의 회전
익, 그리고 1 대의 지상차량을 이용하여 비행실험
을 수행했다. 실험 결과 적 진지 제압 시나리오가 
성공적으로 구현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이종 자율 
무인기 협업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 하였음을 검
증 할 수 있었다. 향후 영상 처리 알고리즘을 결
합하여 자율성을 높이면 더 현실성 있는 이종 자
율 무인기 협업 체계가 구성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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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a) Trajectory of allied squadron, (b) GCS view of allied squadron 

 

 
(a)                      (b)                     (c)                      (d) 

Fig. 5. (a) A transport UAV, 2 attack UAVs, and fixed-wing UAV take off, (b) Attack UAVs suppress enemy 
UAVs, (c) The UGV moves to neutralize the enemy site, (d) Neutralization completed  

(green: fixed-wing UAV, yellow: the transport UAV, blue: attack UAVs, red: enemy UAVs, black: U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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