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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쿼드로터 무인기(이하 쿼드로터)는 축간 운동

이 연동 되지 않고, 구조적으로 대칭인 4개의 회

전 날개와 연결된 모터 추력의 조절만으로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을 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 이

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

으로 제작이 가능한 장점 때문에 최근 전 세계

적으로 쿼드로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쿼드로터는 연구목적 외에도 DJI(社),
3DR(社)의 전문 촬영용 쿼드로터, Parrot(社)의 

개인용 장난감 쿼드로터 등 다양한 방면으로 개

발되고 있다. 또 운송업체인 아마존이 쿼드로터

를 이용한 무인 배달을 성공하여 화재가 된 바 

있듯이 상업적 용도로도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
쿼드로터는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시스템으로

서 안정된 비행을 위해 정확한 운동 모델로 구현

된 제어기의 설계가 필요하다. 수학적 이론에 근

거한 쿼드로터 운동 모델 개발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1],[2],[3] 일반적으로 쿼드로터의 제어기 

설계를 위한 시뮬레이터에 사용되고 있는 운동 

모델은 프로펠러 회전에 의해 생기는 공력 특성

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워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추력 요소만 반영하고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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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운동 모델을 추정하기 위해 비행시험

에 따른 입출력 관계식을 이용한 운동모델 식별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복잡하게 연관된 공력 특성이 반영

된 보다 정확한 쿼드로터의 운동 모델을 얻을 수 

있다. Bergamasco and Lovera[5]와 Abas et al.
[6] 등은 비행 시험 데이터를 시간영역에서 해석

하여 쿼드로터 운동 모델을 추정하였고 Wei et
al.[4]와 Imam and Bicker[7]은 비행 시험 데이터

를 주파수 영역에서 해석하여 제어기가 포함된 

쿼드로터의 폐루프 운동 모델을 추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정지비행 조건에서의 주파수 

스윕 비행시험을 통해 획득한 쿼드로터의 입출력 

데이터를 주파수 영역에서 해석하여 운동 모델을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추정된 운동 모델은 

더블릿(doublet)입력에 의한 비행시험 데이터와

의 비교를 통해 모델의 정확도를 검증한다. 쿼드

로터의 불안정한 비행특성으로 인해 안정성 증대

장치를 포함한 폐루프 제어를 통해 비행시험을 

수행하였으며, 모터 PWM의 측정을 통한 추력의 

계산을 통해 조종입력이 아닌 조종면 변위에 대

한 자세응답을 구함으로 제어기 모델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쿼드로터의 선형 운동 모델을 추정 

하였다. 비행시험을 통해 획득한 입출력 데이터

는 Comprehensive Identification from
Frequency Responses (CIFER®) 상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운동 모델을 추정하였다.

2. 주파수영역 기반 운동모델 식별기법

쿼드로터 선형 모델을 얻기 위해 본 논문에서

는 주파수 영역에서의 운동 모델 추정 기법을 사

용한다. 주파수 영역에서 운동 모델을 추정할 경

우 시간 영역에서 발생하는 바이어스와 잡음에 

의한 오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시간영역에서 

추정하기 어려운 발산하는 시스템에 대하여도 식

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8].
시스템 입력과 출력간의 주파수 응답은 시스

템 입출력 데이터의 푸리에 변환 값으로부터 계

산된다. 시간 영역 데이터의 푸리에 변환을 위해

서는 시스템의 입출력 데이터가 발산하지 않고 

수렴하여야 하는 식(1)의 디리클레 조건(Dirichlet
Condition)을 만족해야 한다.


∞

∞

∞ and 
∞

∞

∞(1)

비행 시험을 통하여 획득한 입력과 출력에 대

한 측정치  에 대한 주파수 응답함수는 식

(2)으로부터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  , 는 

각각 입력과 출력 데이터의 스펙트럼 밀도를,
는 입출력 데이터의 크로스 스펙트럼 밀도를 

의미한다.

 





(2)

주파수 영역에서 운동 모델을 식별하는 방법은 

식별된 운동 모델의 주파수 응답이 비행데이터로

부터 추정된 주파수 응답과 가장 잘 일치되는 최

적의 모델 변수 값을 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

서는 쿼드로터 운동모델 식별을 위하여 CIF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CIFER® 는 고정익 또

는 회전익 비행체 모델링에 특화된 소프트웨어로

서 주파수 영역에서 운동 모델을 식별하고, 이를 

실제 비행데이터와 시간영역에서 비교하는 기능

을 제공한다. CIFER® 는 식(3)의 비용함수를 최

소화하는 알고리듬을 기본으로 운동 모델을 추정

한다.

  







     ∠
∠  (3)

여기서 는 시스템의 입출력에 대한 실제 전달

함수 모델을, 는 주파수 응답을 통해 추정한 

전달함수를 각각 나타내며, 과 
는 운동모델 

식별에서 고려하는 최소 주파수와 최대 주파수를 

각각 의미하고 는 주파수의 개수이다.  

는 각각 주파수 반응의 크기 및 위상에 대한 가

중치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는 1.0,  는 

0.01745의 값을 갖으며,  는 각 주파수에 대한 

가중치이다. 식(3)의 값이 100 이하일 때 추정된 

모델을 신뢰할 수 있다.[9]
주파수 영역 기반에서 시스템의 운동 모델 추

정을 위해 먼저 비행데이터로부터 coherence 값

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Coherence는 식(4)
와 같이 정의되며 관심 있는 주파수 영역에서 가

진한 입력 신호의 질적 성능과 입출력 간의 선형

성에 대한 정도를 알려준다.


   




(4)

시스템이 완벽히 선형을 이루고 출력 데이터의 

스펙트럼이 모두 입력 데이터의 스펙트럼에 의해

서 이루어지면 coherence의 값은 1이 되며 일반

적으로 그 값이 0.6 이상일 때 획득한 데이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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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이 있다고 본다.[9]
운동 모델 추정 시 Cramer_Rao Bound와 

Insensitivity 값으로부터 추정된 매개변수의 정확

도를 확인할 수 있다. Cramer_Rao Bound는 매

개변수 를 추정함에 있어 기대되는 표준편차의 

최소값을 의미한다. Insensitivity는 매개변수 가 

변할 때 모델의 비용함수가 변화하는 정도를 나

타내며 이들의 연관성이 클수록 Insensitivity의 

값이 작다. 여기서 Cramer_Rao Bound와 

Insensitivity는 hessian 행렬로부터 얻어지며 그 

정의는 식(5)와 같다. 일반적으로 식(6)의 관계를 

만족할 때 추정된 매개변수의 정확도가 인정된

다.[9],[10]

           (5)

≥≥ (6)

주파수 영역에서 운동 모델을 식별할 때 가할 

수 있는 입력의 종류로는 doublet, 3-2-1-1입력,
주파수 스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 중 주

파수 스윕 기법은 관심 있는 주파수 영역에서 고

른 주파수 스펙트럼 분포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

에 주파수 영역기반 운동모델 식별에서 주로 사

용된다. 제어시스템 설계를 위한 주파수 스윕 입

력의 범위는 1~20 rad/s가 적당하나 본 논문에

서는 불안정한 쿼드로터의 비행특성으로 인해 

2Hz (12.6 rad/s)를 최대 가진 주파수로 하여 비

행시험을 수행하였다.

Fig 1. Quadrotor control system block diagram

쿼드로터는 불안정한 비행특성으로 인해 자세 

안정화 장치(Stability Augmentation System,
SAS) 없이는 조종이 거의 불가능하다. 주파수 스

윕에 의한 비행시험에 있어 식(1)을 만족하기 위

해 그림 1과 같이 SAS 제어기를 장착한 피드백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여기서 피드백 시스템에 

의해 출력단 잡음과 조종면 입력에 correlation이 

생기고 이에 따라 운동 모델 추정에 있어 주파수 

응답에 바이어스가 생긴다. 이러한 바이어스 오

차는 다음과 같이 근사할 수 있다.[8]

≅ 


(7)

여기서  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8)

의 역수를 신호와 잡음의 실효치 비( )라 

하며 은 noise의 스펙트럼을 의미하며,   

은 횡축 입력의 스펙트럼을 의미한다. 피드백 잡

음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도록 주파수 응답의 바

이어스 오차가 10% 이하가 되기 위해서는 

  이어야 하고 실효치 비는 식(9)를 만족

시켜야 한다.

≡


  (9)

3. 식별 대상 비행체

운동 모델 식별을 위해 그림 2의 한국항공우주

연구원에서 제작한 쿼드로터 무인기를 시험기체

로 선택하였다. 이 쿼드로터 무인기는 연구 목적

으로 개발되어 센서의 추가나 제어기의 수정이 

용이하다. 중심에 위치한 8각형의 알루미늄 판에 

비행제어 컴퓨터(Flight Control Computer, FCC)
와 임무장비 컴퓨터가 장착되어 있으며, 그 위로 

자세 측정을 위한 관성 센서와 무선 통신을 위한 

지그비(XBEE), 데이터 저장을 위한 데이터 저장

보드 등의 전자 장비들이 장착되어있다.

Fig 2. Koare Aerospace Resarch Institute
(KARI) quadrotor U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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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에서 서로 수직인 4방향으로 갈라져 나오

는 4개의 정사각형 알루미늄 관은 모터 암(arm)
의 역할을 하며 2cm*2cm*18cm의 크기를 갖는다.
이 관의 바깥쪽 끝에 부착된 모터는 DYS
BE2217-9 930KV 모터이며 관의 안쪽 끝에 부착

된 전기식 속도 제어기(Electric Speed
Controller, ESC)에 의해 동작한다. 모터에는 

APC 10X4.5 프로펠러가 장착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모터의 추력이 발생하여 쿼드로터의 자세를 

제어한다. 3셀 Li-po 배터리를 포함한 쿼드로터

의 총 무게는 1150g이다.

Fig 3. Quadrotor UAV interface

운동 모델 식별에 사용된 센서로는 멀티위

(MultiWii) 개발보드에 기본적으로 탑재된 관성

센서를 사용하였다. 이 보드에는 자이로스코프와 

가속도센서가 통합된 MPU6050 센서가 있으며,
지자기 센서로는 HMC5883L을 탑재하고 있다.
모터 PWM을 비롯한 위의 센서 데이터들은 쿼

드로터에 장착된 별도의 데이터 저장보드에 시리

얼 통신을 통하여 40Hz의 속도로 기록된다. 쿼

드로터의 자세 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퓨터로는 멀

티위 개발보드에 탑재된 Atmel社의 Atmega2560
마이크로 컨트롤러(Micro Controller Unit, MCU)
를 사용하였다. 모든 비행 시험에 사용된 비행체

의 조종은 하이텍(Hi-Tech®) Aurora9 2.4 GHz
송신기를 사용하여 외부 파일럿에 의해 수행 되

었으며, 후타바(Futaba®) FASST 2.4 GHz 수신기

를 통해 조종사의 제어명령을 비행조종 컴퓨터에 

전달한다. 프로펠러회전 진동에 의한 잡음의 영

향을 제거하기 위해 센서 출력에 10Hz의 차단주

파수를 갖는 저역통과필터를 설계하였다. 그림 3
에 간략히 도식화된 비행체 내부 인터페이스를 

나타내었다.

4. 쿼드로터 운동 모델 식별

제어기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쿼드로터 운동 

모델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조종입력(stick input)
이 아닌 조종면 변위를 측정해야 한다. 쿼드로터

의 경우 모터의 프로펠러 추력 변화가 조종면 변

위에 해당된다. 비행 시험에서는 모터 추력 데이

터를 직접 측정할 수 없으므로, 모터 명령 출력

인 PWM 데이터를 측정하였으며, PWM과 모터 

추력과의 관계식을 추출하는 시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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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otor thrust according to PWM input

그림 4에 PWM입력에 따라 모터 하나에 대해 

발생하는 추력을 나타내었다. 4개의 모터 각각에 

대해 PWM입력에 따른 추력의 관계식을 측정하

였다.

Fig 5. Quadrotor reference axis definition

그림 5에 따라 식(10)~(13)의 관계식을 사용하

여 모터 각각의 추력을 lateral, longitudinal,
yaw, heave축에 대한 입력으로 변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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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모터 각각의 추력을 의미한다.

  (10)
  (11)

  (12)

  (13)

측정데이터의 실효치 비를 추정하기 위하여 그

림 6에 롤 각속도에 대한 파워 스펙트럼 밀도

(Power Spectral Density, PSD)를 나타내었다.

  

100 101 102
-10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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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oll-rate power spectral density

고 주파수 영역에서는 주파수가 커질수록 파워 

스펙트럼 밀도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입력에 대한 응답신호 구간인 0.4~10 rad/s사이

의 PSD곡선의 적분 값과 잡음의 구간인 10~100
rad/s사이의 PSD곡선의 적분 값으로 식(9)을 계

산한 신호와 잡음의 실효치 비를 표 1에 나타내

었다. 비행데이터의 실효치 비가 식(9)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ignal 

 0.0859
 0.1054
 0.0752
 0.0631

Table 1. Signal to noise ratio

표 2에 coherence에 따른 주파수 응답 영역을 

나타내었다. 축마다 별도로 가진한 모두 다른 주

파수 스윕 입력에 대해 coherence가 0.5 이상인 

영역을 나타내고 데이터에 이 기준을 넘는 영역

이 없을 경우 ‘none‘으로 표시하였다. 한 축의 입

력에 대해 그 축과 관계없는(off-axis) 축의 응답

은 모두 ’none’ 으로 그 값이 매우 낮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쿼드로터의 모든 축이 서로 연관

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항공기의 종축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식 (14),

(15)와 같이 유차원 미계수로 이루어진 선형 방

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14)

 

 
  

  
 


(15)

호버 조건에서  ,  , 는 모두 0이므로,

lateral 입력에 대한 와 의 운동방정식은 다음

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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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표 2로부터 식 (16), (17)의 


, 


 은 0

이므로 식 (16), (17)의 우변 또한 0이 되어야 하

고, 표 2에서 


, 


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값이 아니므로 다음 조건이 만족되

어야한다.

 ≈ ≈

≈≈


≈

≈
(18)

Measurement

(output)

Control (input)
   

 none 0.55 - 3.3 none none
 0.43 - 2.0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0.44 - 10.0

 0.3 - 10.0 none none none

 none 0.3 - 10.0 none none

 none none 0.85 - 18.0 none
 none 0.5 - 1.0 none none
 0.49 - 1.15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0.44 - 10.0

Table 2. Frequency response range within the
acceptable coherence (unit: r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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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식 (14), (15)는 다음과 같이 간소화 할 

수 있다.


 (19)


 (20)

이로부터, 식(21)과 같은 종방향 운동의 상태공

간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21)

위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얻은 횡축, 요축과 

히브 축에 대한 상태공간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22)

    
 (23)

    
 (24)

운동 모델 식별에 사용한 비행데이터는 잡음과 

확률적 오차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각 축에 대

하여 4 번의 비행시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한

꺼번에 처리 하였다. CIFER® 는 여러 개의 비행

시험 데이터를 하나로 엮는 기능을 제공한다.

5. 식별 결과 및 검증

각 축에 대한 상태공간 방정식으로부터 

CIFER®를 통해 얻은 주파수 영역에서의 추정 결

과를 그림 (7)~(10)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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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oll-rate frequency respnose to lateral input

이 그림들에서 실선은 비행데이터의 주파수 반

응을, 점선은 식별된 모델의 주파수 반응을 나타

낸다. 4축 모두 관심 있는 영역인 1~10 rad/s 사

이의 구간에서 주파수 응답의 식별 결과가 잘 일

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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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itch-rate frequency response to
longitudinal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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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yaw-rate frequency response to yaw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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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0 w-velocity frequency response to heave
input

표 3에 주파수 영역에서 식별된 변수의 결과 

값을 나타내었다. 여기서 는 각 축 입력신호에 

대한 시간 지연이다.  ,  등 과 같이 0의 값을 

갖는 변수는 식 (6)의 기준을 넘는 Insensitivity의 값

을 갖기 때문에 모델 추정과정에서 제거된 변수 

들이다. 식별된 변수값을 적용한 상태방정식에서 

계산된 주요 전달함수를 식(25)~(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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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방향 및 횡방향 운동에 대한 고유치(Eigenvalue)
를 보면 각각 댐핑이 -0.59, -0.78로 매우 큰 음수 

값을 가진다. 이는 비행시험에 사용된 쿼드로터 

운동 모델이 다른 쿼드로터에 비해 더욱 불안정

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비행시험 중

에 SAS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쿼드로터가 

원하는 기동을 하도록 조종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는 설계된 SAS가 매우 불안정한 항우연 쿼드

로터의 종방향 및 횡방향 운동특성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여 SAS가 최적의 성능을 내지 않

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기본적으로 쿼드로터는 

종축과 횡축이 대칭인 특성을 갖고 있으나 식별 

결과에서는 두 축의 댐핑 크기가 차이가 나는데,
이는 쿼드로터의 전력공급을 위해 장착된 축전지

가 종축으로 길게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관성 모

멘트의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차이로 추정된다.

Value CR% Insens.%
 -0.1074 31.20 15.29

 0 ------ ------

 -2.0062 19.77 0.8139

 0 ------ ------

 -0.3346 18.59 8.410

 -0.75329 9.275 0.7126

 3.0884 14.45 4.744

 0.7858 6.167 1.470

 0 ------ ------

 -0.6709 12.53 5.365

 0 ------ ------

 -0.14209 19.68 0.8487

 0.02579 4.213 2.002

 -0.059335 8.325 0.6449

 -0.06245 5.410 1.283

 -0.006715 3.056 1.425

 0 ------ ------

 0.03182 17.33 7.851

 0 ------ ------

 0.03906 32.86 15.59

Table 3. Parameter identification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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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식별된 운동 모델의 검증을 위하여 그림 11에 

운동 모델 식별에 사용되지 않은 비행데이터인 

더블릿 입력에 대해 시간 영역에서 비교한 비행 

데이터와 식별된 모델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비

행시험에 사용된 쿼드로터의 종방향 및 횡방향의 

운동특성이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비행시험에

서 측정된 조종입력이 SAS제어기 출력임에도 불

구하고 이를 식별된 운동 모델에 입력하면 발산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이 점을 감안하면 

두 결과가 잘 일치 되었다고 판단된다. 모델리 

안정한 운동특성을 가지는 히브축 방향의 경우 

식별모델 데이터와 비행데이터가 매우 잘 일치하

며, 요 각속도의 경우 바이어스 오차가 시간에 

따라 점점 증가하는 데, 이는 식(12)에서 요축 명

령이 실질적으로는 토크의 함수로 표현되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토크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추

력의 함수로 계산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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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제어기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

한 쿼드로터 무인기의 운동 모델을 주파수 영역

에서 추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다루었다. 불안정

한 쿼드로터의 비행특성으로 인해 SAS의 추가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순수한 쿼드로터의 모델을 

얻기 위해 PWM 값에 따른 모터 추력측정을 통

해 모터 추력에 대한 쿼드로터 응답을 구하였다.
관심 주파수 영역에서 비행데이터의 주파수 반응

과 운동 모델의 주파수 반응을 일치시키는 식별 

기법을 적용한 결과 시험 대상 쿼드로터의 히브

축과 요축 방향 운동은 안정한 특성을 보이지만,
종방향과 횡방향은 매우 불안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파수 스윕 비행 시험 데이

터의 입출력 결과만으로도 정확한 운동 모델의 

추정이 가능하였으며, 시간영역에서 검증 결과 

추정된 운동 모델이 신뢰도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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