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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드론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모델을 제안한다. 기존 드론들의 태생적인 프로펠러 사용으로 인해 안전

사고의 위험성, 프로펠러 파손으로 인한 소모성, 비행을 위한 프로펠러의 소음 등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제거하여 단점을 최소화

하고 성능의 감소를 최소화하여 차세대 드론모델의 한 방법을 제시한다. Bladeless fan 의 원리를 이용하여 프로펠러를 내부로 

이동시키고, 하나로 줄임으로써 상승하는 안정성, 소모성, 장소의 제약을 해소할 수 있게 한 후에, 터보 팬 엔진의 원리를 이용

한 공기의 압축과 내부 유속의 상승을 이용하여 내부의 순환 바람으로 인한 서브 날개의 바람 출력 상승을 시켜, 기존 드론의 

추력을 얻게 하고 단점을 보완하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드론의 단점을 보완한 모델로써, 기존 드론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장소의 제약, 상해사고의 위험성, 프로펠러의 소모성 면에서 효과적으로 우수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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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본 논문은 프로펠러 없이 Bladeless Fan의 작동원리에서 그 틀을 

가져왔다. 기존 드론의 문제점은 프로펠러의 위험성, 부품의 소모성 

그리고 소음문제가 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무날 선풍기

의 원리를 응용하여 드론의 비행에 필요한 추력을 끌어낸다. 우선적으

로, 안정적인 비행을 위한 충분한 추력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선결 

과제가 될 것이다. 

둘째, 드론의 기본적인 기능인 자체적인 자세제어 그리고 간단한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마지막으로는 프로펠러의 출력 

조절에 의한 비행 방향 선택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한 방향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프로펠러로 스스로 일정 고도까지의 상승을 

하여, 방향전환, 비행까지가 최종 목표가 될 것이다. 일정 고도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지정한 핀 포인트들을 순차적으로 돌고 착지까지 

완료한다면, 이 논문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논문은 Bladeless Fan의 기술을 이용하여 드론의 추력을 

얻어냄으로써 안정성, 에너지의 소모효율, 소음의 감소가 생긴다는 

장점이 있으며, 기존 드론의 임무 또한 똑같이 수행할 수 있다. 제안하는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은 Fig. 1과 같다.

Fig. 1. Diagram of non-prop Drone

II. Design and Implementation

1. Circuit of Single-Motor Drone

Bladeless fan이란, 미국의 한 회사에서 상용화한 제품의 원리로써, 

공기역학을 이용하여 공기를 직접적으로 미는 힘이 아닌, 공기의 

흐름을 유도하여 유속을 제어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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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ircuit Diagram

본 논문의 전체 회로도는 전원부, 메인부, 모터와 서보모터, 자이로

센서와 기압 센서로 이루어져 있다. 전원부의 3S 11.1V 배터리가 

메인부와 ESC를 통하여 모터에 전원을 공급한다. 자이로센서와 기압 

센서에서 메인부로 신호를 보내면 메인부에서 받은 신호를 분석하여 

서보모터와 메인 모터로 신호를 보내어 non-prop drone의 이동 방향

과 고도를 자동제어할 수 있다. 수동제어는 메인부인 블루노 메가에 

기본으로 내장되어있는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하여 블루투스 장치에서 

받은 신호를 분석하여 서브 모터와 메인 모터에 신호를 보낸다. 메인 

모터에서는 메인부에서 명령받은 명령을 분석하여 보내온 PWM 

신호를 받아 모터의 회전수를 조종하여 고도를 유지하거나 상승 

및 하강 운동을 한다. 기압 센서에서는 메인부로 현 고도의 온도, 

기압을 측정하여 메인부에 전달하고,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하여 메인

부에서 다른 블루투스 장치로 온도, 기압을 출력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2. Implementation

본 논문은 기존 드론에 있는 외부에 노출된 다수의 프로펠러와 

모터를 내부에 단 하나만 넣음으로써 기존 드론에 있는 소음, 상해, 

소모성 등의 단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제작된 드론이다. 기존 

드론은 외부에 노출된 프로펠러로 인한 소음과 드론이 추락할 때와 

같은 비상상황에서의 위험성과 프로펠러의 소모성이 높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드론은 사람이 많은 장소나 여러 공업, 산업 분야에서 

활용하기에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들은 보완하기 위하

여 하나의 모터와 프로펠러를 사용하여 좀 더 많은 장소와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존 공업, 산업 분야에서 기존 드론을 

활용할 수 없으면 사람이 위험하게 직접 높은 곳이나 안전하지 않은 

곳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싱글 모터 드론을 활용하여 좀 더 

안전하게 여러 작업을 할 수 있다. 

싱글 모터 드론은 기존 드론과 비교하면 모터와 프로펠러를 하나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출력이 적을 수 있으나, 이를 제외한 자세 

유지나 수동조작 등의 기능은 기존 드론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또한 블루투스를 활용하여 수동조작이 가능하므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로도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다. 

Fig. 3. An Inside Figure

III. Conclusions

무인기 중에서도 드론의 기능과 그 출력부를 Bladeless fan으로 

대체함으로써 드론의 임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면서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목표를 잡고 진행했다. 아직은 Bladeless fan에 

한계가 있어 기존 드론만큼의 출력을 얻지 못해서 임무 수행에 제한이 

생기는 상황이다. 하지만, 성능적인 부분은 추후의 기술이 발전한다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문제라고 판단했기에, 성능에 우선순위를 두기보

다는, 아이디어의 구현에 중심을 잡고 연구를 실행했다. 이 논문의 

주제가 성능 분야에서 보완이 된다면 차기 드론의 모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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