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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드론 기술을 응용한 부력조형물의 수평 및 수직 자세제어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기존의 공중부양 조형물은 

헬륨 Gas를 이용한 애드벌룬이 대표적으로 로프를 이용한 단순한 공중부양 조형물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중부양 조형

물에 로프를 없애고 드론 기술을 응용한 프로펠러로 공중부양 조형물의 자세를 제어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시스템 구성은 단

일 제어기로서의 역할보다 시스템 구성요소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므로 조형물의 제어시스템, 다양한 센서등의 연동되어지

는 전체의 제어기로 확장시켜 사용되는 퓨전 시스템의 방향으로 구성하였다. 부력조형물의 수평 및 수직제어를 위하여 사용된 

센서는 2축의 자이로센서와 3축의 가속도센서를 사용하였다. 프로펠러와 연결된 BLDC모터를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알고

리즘으로 PI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동적 작업부하 균등화와 시스템 자원인 CPU와 메모

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의 처리량을 최소화하고, 센싱 및 제어의 수행시간을 최소화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PI 알고리즘을 시스템에 적용하여 응답특성 실험을 행한 결과 시뮬레이션에 의한 응답 결과와 잘 일치하였으며 그 유용성

이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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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실내에서 진행되는 광고 및 이벤트의 목적으로 전시되는 공중부양

을 위한 공기 조형물 시장의 측면에서 볼 때 로프를 이용한 단순한 

공중부양 조형물에서 벗어나 이제는 더욱 진보된 형태인 무 고정 

형태와 스스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부력 조형물로 진화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내의 전시장등의 공간에서 로프가 없이 무 고정 

공중부양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원하는 높이에서 지속적으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드론(Drone)

기술의 응용으로 다한 센서들의 결합과 부력 조형물의 위치, 방향, 

정지,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수직과 

수평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무 고정 공중부양 조형물의 자세제

어 장치를 구현하였다. 제어기의 환경은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조화롭

게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역할이 중요시되어 이에 맞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력조형물과 연결되어 있는 제어 

시스템의 수직 및 수평자세를 읽기위한 센서로서 2축의 자이로센서와 

3축의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현재의 자세를 알 수 있었으며 시스템의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PI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4개의 

프로펠러를 제어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한 Gain 값을 도출하여 

실험에 적용하였다.

II. Preliminaries

1. 제어기 구성

제어 시스템은 입력되는 각각의 센싱 신호들로부터 검출하여 각각

의 센싱 수치들을 파악하고, 각 입력 및 피드백 되는 신호에 따른 

출력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센서신호 

변환 제어를 위한 센서의 검출 및 계산은 센서 제어기에서 담당한다[1]. 

센서 제어기에 사용하는 프로세서는 성능이 우수하고 전류소모가 

적은 마이크로칩사의 CHMOS형인 DSPIC30F4013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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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ystem Architecture

2. PI 알고리즘

PI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실제 목표 값에 근접하는 제어는 거의 

완벽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응답속도가 문제가 되지만 PI 제어에서는 

목표 값에 근접하는 제어는 가능하지만 제어를 수행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본 시스템의 부력조형물에서는 헬륨 Gas라

는 부력으로 시정수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PI 

제어기 제어입력은 식 1와 같이 표시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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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mplementation and Simulation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 제어기를 설계하여 

그림 2와 같이 구현하였으며 수평 및 수직 자세를 유지하기위하여 

PI 알고리즘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을 그림3에 나타내었다.

Fig. 2. Implemented system

Fig. 3. Simulation

I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PI 알고리즘을 이용한 부력조형물의 수평 수직 

자세제어를 구현하였다.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하여 제어시스템을 

이용한 부력조형물의 수평 및 수직 자세제어가 목표대로 수행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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