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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부력조형물이 정해진 위치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하였다. 기존의 부력조형물

은 로프를 이용한 고정식이었지만 본 기술이 적용된 부력조형물은  로프 없이 스스로 부력에 의한 공중부양과 사용자가 원하는 

자세를 취할 수가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은 주로 홍보용으로 널리 사용되며 박람회, 제품 설명회, 지역축제, 예술 등 

많은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부력조형물이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드론 기술에 적용되는 IMU 센서를 이용한 방향과 자세정

보와 6개의 BLDC 모터에 8인치 프로펠러를 접합시켜 부력조형물이 상하좌우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자세 제어장치를 구성하였

으며 실험을 통하여 시스템의 검증하였다.

키워드: 공중부양(Levitation), 부력(Buoyancy), 조형물(Sculpture), 자세제어(Pose control)

I. Introduction

일반적으로 공중에 거치 또는 이동, 정지된 부력 조형물은 대부분이 

로프를 이용한 고정선이 지상과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많으며, 이동식

의 경우 일정한 순회가 가능하도록 전진 장치와 로프로 구성되어 

있어 부력 조형물을 부양시키고 원하는 위치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자세를 취하기는 어렵다. 또한 일반적인 드론의 조정 장치들은 드론의 

위치 정보를 전송받거나 움직임 정보를 드론에 제공하여 원하는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정지 기능과 카메라를 이용한 

영상 신호 전송, 물건의 이송 등의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헬륨가스를 채운 공중부양 공기조형물에 부착하여 공기조형물의 

정지와 추락 등의 위험 신호를 전송하고 표시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력조형물에 사용자가 원하는 

자세를 취하기 위하여 드론(Drone)기술을 접목한 고 성능 마이크로프

로세서와 다양한 센서들을 결합하여 부력조형물이 공중 부양되었을 

때 사용자가 원하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하였다. 

자세제어 및 고도를 유지하기위하여 조형물의 롤과 패치, 요의 

값을 자이로센서와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데이터 값을 획득하고 

이를 칼만 필터를 통하여 계산하여 최종 6개의 BLDC 모터에 부착되어

있는 8인치 프로펠러를 구동하도록 제어하였다. 본 시스템은 제어기의 

환경과  부력조형물과 총체적이며 조화롭게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이 

중시되므로 단일 제어기로의 역할보다 각각의 구성 요소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므로 이를  확장시켜 설계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었다.

Ⅱ. Preliminaries

1. 자이로 가속도센서 각도 추출

3축의 가속도센서와 2축의 자이로센서의 각도를 계산하기위한 

모델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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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가속도센서 모델

가속도센서가 기울어져 Roll 각을 형성하면 중력의 크기는 X축과 

Y축으로 분산된다. 3축 가속도이므로 X, Y, G의 가속도 출력을 

얻을 수 있다. 그림 1에서 X방향으로 기울어졌을 때 가속도 x의 

출력 값, y는 Y축 방향으로 기울어졌을 때 출력 값, z는 가속도 

센서의 z출력 값이라 할 때  는 식 1과 같이 나타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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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1)

2. PID 제어

PID제어는 비례(P), 적분(I), 미분(D)제어기의 각 장점만을 취합한 

방식으로 연속 시간에서의 표준형 PID 제어기 제어입력은 식 2와 

같이 표시된다[2][3].

   



   

 




 

  




   




 



   (식 2)

III. Experiment Result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 제어기를 설계하여 

그림 2와 같이 구현하였다. 또한 부력 조형물에 부착하여 자세를 

유지과정을 그림 3에서 나타내었다.

Fig. 2. 구현된 시스템

Fig. 3. 부력조형물 자세 유지

I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 드론 기술을 이용한 부력조형물의 자세유지 시스템을 

연구하였다. 구현된 시스템은 실험을 통해 그 효율성이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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