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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 비행 자세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동작의 원리를 시각화 할 수 있는 비행 자세 시뮬레이터를 구현하였다. 

항적 정보의 변화에 따라 6축 모션 플랫폼을 동작시키고, 자이로 센서로 부터 전달 받은 비행 자세를 시뮬레이터에 전달하여 

시스템을 구성한다. 항공기의 자세를 분석하기 위하여 자이로 센서와 가속도 센서를 같이 사용하는데 자이로 센서는 적분과정의 

누적오차가 발생하고 가속도 센서는 짧은 순간의 진동에 따른 노이즈가 심하여 상보 필터를 이용한 보정작업을 하였다. 산출된 

센서 정보를 이용하여 6축 모터에 전달할 각도를 계산하여 모션 플랫폼을 동작시키게 되며 시각화 결과는 OpenGL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항공관련 학생들의 교육 기자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키워드: 비행 시뮬레이션(Flight simulation), 모션 플랫폼(Motion platform), 자이로 센서(gyro sensor), 6축 모터

(6DOF Motor)

I. Introduction

본 연구에서는 항공 및 항적정보의 이해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하여 

아두이노 기반의 6축 모션 플랫폼을 통한 비행 자세 시뮬레이션을 

구현한다. 먼저, 입력된 항적정보를 이용하여 6축 모션 플랫폼의 

동작시킨다. 모션 플랫폼은 Yaw, Pitch, Roll 값을 입력으로 하여 

6축의 서보모터에게 전송될 각각의 각도를 계산한다. 모션 플랫폼이 

동작하게 되면 부착된 자이로 센서에 의해 변화값이 2차 아두이노에 

전송되고 시뮬레이션을 위한 미션 컴퓨터에 자이로 값을 전송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미션 컴퓨터는 기존의 항적정보와 자이로 값을 

비교분석하여 최종적인 시각화를 위한 비행계기 시뮬레이션과 구글 

어스를 동작시키게 된다. 시뮬레이션은 OpenGL과 C++언어로 구현

하였고 자이로 센서의 출력 값에 노이즈가 많아 실제 자세정보와 

불일치하여 상보필터를 사용하여 보정하였다. 제안하는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은 Fig.1과 같다.

Fig. 1. Diagram of 6DOF Motion Platform & Simulation

II. Design

1. Controlling the Motion Platform

모션 플랫폼을 제어하기 위한 절차는 Fig.2와 같다. 먼저, 미션 

컴퓨터와 자이로 센서로부터 자세정보를 입력받아 보정작업을 위한 

상보필터를 거친다. 그리고 회전 각도를 계산하고 적용할 각 모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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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축에 대한 위치값을 계산한다. 그 결과값을 통하여 모터에 전송될 

회전 각도를 계산하게 된다. 그리고 각 서보모터에 대한 유지 시간을 

계신하여 모터에 적용하게 된다.

Fig. 2. Flowchart for Motion Platform Control

2. Complementary Filter 

구현 시스템에서 가속도 값을 사용하는 이유는 각 방향의 기울어진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사용하는 MPU6050 센서는 Z축과 다른 

축의 값을 atan2 연산을 통하여 측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가속도 

값만으로 각도를 측정할 경우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도 그 방향으로 

가속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각도를 측정하는 센서의 결과값에 순간적인 

노이즈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자이로 센서는 각속도를 측정하는데 

이는 회전하는 속도를 의미한다. 이 값은 적분을 통해 얻어지는데 

축적을 할수록 실제 각도와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상보필터이고 그 식은 아래와 같다.

∠   ∠       

여기서, ∠은 최종각도, gyro는 자이로센서값, dt는 적분시간, 

acc는 가속도를 의미한다. 상수값으로 사용된 0.98과 0.02는 자이로 

값과 가속도 값의 상대적인 중요성에 대한 변경 파라미터이다. 비행자

세는 매순간 측정값에 따라 움직임으로 가속도보다 자이로 값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III. Implementation

모션 플랫폼의 동작에 따른 자세정보를 다시 미션 컴퓨터에 전송하

면 미션컴퓨터는 기본 항적정보와 비교하여 보정작업을 거쳐 최종적인 

시뮬레이션 모듈로 자세정보 및 계기 정보를 전송하게 된다. 실제 

구현된 시각화 결과는 Fig.3과 같다. 비행자세 및 실제 환경을 가시화하

기 위하여 OpenGL을 이용하여 계기 정보를 표시하였고 구글 어스를 

이용하여 비행 상태를 시각화하였다. 또한 객관적인 위치정보를 보이

기 위하여 오픈 맵을 이용하여 계기 정보에 DMM(Digital Moving 

Map)을 구현하였다.

Fig. 3. Simulation & Google Earth

Ⅳ. Conclusions

본 연구의 결과는 항공관련 교과목을 배우는 학생들의 교육 자료 

및 항공기 비행을 이해하고 가상 시뮬레이션을 개발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본 결과물을 바탕으로 실제 계기에 

따른 동작을 연동하여 실질적인 시뮬레이션을 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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