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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논문에서는 산업용 드론개발을 위한 안정성 향상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기존의 비행체의 경우 고신뢰도 대용량의 제어시스템

을 이용하여 비행제어시스템을 구성하지만 무인 비행체는 소형 내장형시스템을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형 무인 비행체에서 

사용하는 소형 내장형 비행제어시스템에서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행제어신호와 모터의 제어신호를 측정하여 안정

상태와 이상상태를 구별한다. 제안한 방법은 기존의 비행제어시스템을 수정하지 않고 비행제어시스템의 감시가 가능 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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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현재 우리나라는 정보화사회의 발전으로 과거의 생산중심사회에서 

지능과 지식기반의 새로운 산업시대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4차 산업이라는 화두로 사회 전반적으로 구조적 변화가 발생되

고 있다. 4차산업은 기존의 생산방식에서 지능화와 정보화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기술사이의 융합에 의하여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등장으

로 산업구조 및 생활방식의 변화가 예상된다. 자율 이동체

(Autonomous Transport)로 분류되는 드론은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의 중요 기술적 견인요인(drivers)로 주목 받고 있다[1].

이러한 드론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수년전 초기 도입단계에 진입하

였으며, 민간용, 드론의 보급이 일반화 되었으며,성장단계를 지나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연구개발 후기를 지나 시장 

도입기에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드론 산업은 군수산업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나 비행제어, 내풍성, 장시간 비행등 고 신뢰성/고 가용성의 

산업용 드론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무인 비행체인 드론은 안정성에 

대한 연구는 구조적 안정성과 제어시스템의 안정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소재산업의 발전으로 구조적 안정성의 발전이 지속되고 있으

며 이와 함께 비행제어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2]. 본 연구에서는 비행제어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두 개의 비행제어시스템과 감시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시스템 안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국내 동향

국내 비행체에 대한 비행안정성 향상에 관한 연구는 국가기관으로

서 국방과학 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김연균외 3인 신뢰성향상을 위한 무인기 비행조정컴퓨터 비행운용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품질확보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검증 방법 등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이성호외 2인은 무인기를 위한 

3중화 비행조정 컴퓨터 하드웨어 개발에 관하여 기능 블럭별 H/W를 

모듈화하여 개발하였다. 또한 박범진 외 3인은 CCL과 워치도그 

방식을 이중화 시스템을 구성하여 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III. The Proposed Scheme

드론시스템은 무인으로 비행하는 무인 비행체부분과 무인 비행체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부분으로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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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rone System Architecture 

Fig. 2. A popular drone controller(FC200).

기존의 비행제어 시스템은 유닉스와 같은 고신뢰도의 운영체제와 

안정적인 입출력장치 그리고 충분한 전력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산업용드론의 운용 환경은 16bit 또는 32 bit의 중앙처리장치와 

여러 센서를 내장한 내장형 컴퓨터로 제작되어 H/W나 S/W의 수정이 

용이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FCC를 변경하지 않고,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두 개의 FCC와 소형 감시시스템으로 구성하고, FCC에 

전송되는 제어신호 별 응답시간 측정하여 시스템의 오류여부를 확인하

도록 그림 3과 같이 구성한다.

Fig. 3. Dual FCC system for Stability improvement

그림 3에서 감시시스템은 지상관제와 조정기의 제어 신호를 수신하

여 해석한 후 각각의 FCC에 제어명령을 전달한다, 각각의 FCC는 

각종 센서로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비행 제어신호를 생성하여 

감시 시스템으로 보낸다. 감시시스템에서는 각각의 FCC에서 입력된 

비행신호 시스템의 제어신호를 해석한 다음 제어신호가 제어범위에 

포함된 경우 우선순위에 있는 FCC의 제어신호를 모테제어로 출력한

다. 만약 FCC의 제어신호가 제어범위가 아닐 경우 상태를 지상국의 

제어자 또는 조정기 사용자에게 알리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성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Pixhawk 호환 FC200M-10와 ARM-M4 기반 

감시시스템으로 시험을 실시한다.

I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무인 비행체인 드론의 비행제어시스템의 안정성 

향상을 위하여 두 개의 FCC와 감시 시스템으로 구성된 이중 비행 

안전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감시시스템은 제어신호를 각각의 FCC로 전달하고,FCC의 제어값

을 확인하여 안정성을 높이도록 한다. 제안된 시스템에대한 실제 

비행실험과 제어시스템에서 다양한 명령에대한 FCC의  제어값들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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