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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로 센서와 PID 제어를 이용한 드론 비행 안정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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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 무인항공기의 기술 변화와 시장 규모는 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활용 범 의 확 로 드론을 쉽게 

할 수 있게 되면서 조종자의 조종 미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해서 드론의 안정 인 비행 능력이 요구되며 이를 하여 모터의 안정 인 속도 제어가 요구된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모터의 제어 방안으로 Arduino를 주 제어장치로 사용하 으며 기체의 자세 안정화를 

하여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를 사용하 다. 한, 음  센서를 드론에 탑재하여 일정 높이에서 호버링이 

가능하도록 하 다.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하여 드론을 제어하 으며 그 결과 0∼2m 범 의 지정한 치에서 

안정 으로 호버링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ABSTRACT

The changes of technology and the size of markets for unmaned aerial vehicle are getting bigger presently. Damage happens because of user’s poor 

operation since accesses to the drones are easy. To minimize the damage, drone’s stabilized flight skills are required, and controlling the motor to balanced 

speed is also needed. Thus, the essay shows that we use Arduino as a main control device for controlling a drone, and used acceleration sensor and gyro 

sensor for the drone stabilization. Also, we made it able to hover at a certain height by using a sonar sensor. We also controlled a drone by using an Android 

application, and made the drone hover stably at 0∼2 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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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쿼드콥터(quad-copter)는 재 항공 촬 , 아마존 

라임 에어, 도미노 피자에서 무인 택배, 농 의 방

역, 방제 등 다양한 곳에 활용하지만 법 인 문제나 

다른 요인으로 인해 기술 으로는 이미 완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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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 따라서 법 인 문제

만 해결된다면 쿼드콥터는 사용할 수 있는 범 가 

범 하게 발 되어 갈 것으로 망되고 있다. 이미 무

인항공기 시장 망에 해서는 미국 방산업 문 컨

설  업체인 틸 그룹은 세계 드론 시장 규모가 2015

년 40억 달러에서 2024년 147억 달러 규모로 증할 

것으로 상하고 있고 소형 드론 시장은 성장해 

체 시장 규모가 2024년까지 연평균 15% 성장할 것이

라고 망하고 있다. 그 의 부분이 군사용으로 

집되어 있지만 각국의 법이 확립된다면 세계 으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망된다.1)

드론은 구조가 단순하고 근성이 높다. 하지만 드

론 활용 범  확 와 더불어 조종자의 조종 미숙이나 

잘못된 드론 설정으로 발생하는 오작동 등의 원인으

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택배  자율

비행 등의 드론 임무에서는 더 정확한 비행이 요구되

어 드론의 비행 안정성은 더욱 요해졌다[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무인항공기의 기술 변화 추

세에 응하여 쿼드콥터의 기반기술을 확립하기 해 

PID(: Proportional Integral Derivative) 제어기를 설

계하여 4개의 brushed DC motor가 장착된 쿼드콥터

를 제작하고자 한다. 제어 장치로는 Arduino를 사용

하며 기체의 이동 방향의 값을 얻기 하여 가속도, 

자이로 센서를, 기체와 땅의 거리 값을 어 리 이션

에 받기 하여 음  센서를 사용하고자 한다. 각 

센서 값을 이용해 PID 제어를 하고 자세에 따라 

PWM(: Pulse Width Modulation) 값을 받아 ESC(: 

Electronic Speed Controller)를 통해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고자 한다.

Ⅱ. 본  론

2.1 쿼드콥터 동작 원리  모델링

쿼드콥터라 불리는 무인비행체는 4개 이상의 모터

를 가지고 있으며 그 모터의 회 에 의해서 비행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필수 인 것은 모터회 을 정

하게 제어하는 것인데 이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자

세제어이다. 자세제어를 해서는 비행체의 정확한 상

태를 알고 모터 조 을 해야 한다. 모터 조 을 하는

데 있어서 MultiWii를 사용하여 자세제어 시 모터 

PID 게인 값을 조 하여 자세제어를 진행한다.

그림 1에서 F1, F3 모터와 F2, F4 모터는 각각 

으로 같은 방향으로 회 하지만 서로 회  방향이 반

이다. 이는 헬기에서처럼 기체의 반동 토크를 서로 

상쇄시키기 함이다.

상승할 때는 F1∼F4의 회 속도를 동일하게 증가

시키면 기체는 상승하게 된다. +x축에 따라 진할 

때는 F3의 모터 속도만 증가시키면 기체는 F1 쪽으

로 기울어져 진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x 방향으로 

비행할 때는 F1 모터의 속도만 증가시키면 몸체가 기

울어진 채로 이동한다. 회 시킬 때는 F1과 F3 모터

의 속도를 동일하게 증가시키면 기체의 반 토크 균형

이 깨져 기체 후미가 왼쪽으로 돌아가 회 하게 된다

[2-5].

그림 1. 동작원리
Fig. 1 Operating principle

쿼드콥터의 모델링은 먼  력의 심을 기 으로 

하는 몸체 고정 좌표계를 B라 정의한다. 자유도를 갖

는 쿼드콥터 시스템을 지구 성 좌표계, E로 표 한

다. 쿼드콥터의 시스템은 x,y,z, , ,  6개의 축으로 

계산된다. 먼  x,y,z 축은 E 좌표계에서 표 된 쿼드

콥터의 무게 심의 좌표를 의미한다.  , ,  축은 B 

좌표계에서 표 된 쿼드콥터의 3개의 각 즉 Roll, 

Pitch, Yaw 값을 의미한다.

역학계에서 운동에 지 T  퍼텐셜에 지( 치에

지) V를 일반화 좌표 qi와 그 시간 t에 한 미분

1)https://crpc.kist.re.kr/common/attachfile/ attachfileNumPdf.do?boardNo=00005764&boardInfoNo=0022&row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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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ID 제어 시스템의 블록선도
Fig. 2 Block diagram of the PID control system

인 속도 qi의 함수라고 하 을 때     로 

정의되는 양이며 L에 해서는 최소작용의 원리가 성

립한다. 쿼드콥터의 동역학 방정식에서 F=(Fp,)이고, 

x축, y축, z축의 운동에 지의 제곱은 쿼드콥터의 작

용하는 외부 양력을, 는 외부 토크를 의미한다. 쿼드

콥터의 움직임을 지구 성 좌표계 E로 살펴보기 

해서는 쿼드콥터 몸체 고정 좌표계 B로 표 되는 외

부 양력을 지구 성 좌표계 E로 변환해야 한다. 방

정식을 풀면 양력과 토크에 해당하는 분리된 식을 얻

게 되는데 방정식에서 지구 성 좌표계의 3 좌표축

과 연 된 병진 운동 계수에서 코리올리 구심 벡터 

성분이 나오게 되며 쿼드콥터에 작용하는 코리올리 

구심 벡터는 매우 작은 성분이다. 한 쿼드로터에 사

용되는 로펠러 사이즈는 매우 작기 때문에 F 한 

매우 작은 값을 가진다. 결과론 으로 두 종류의 힘은 

쿼드로터 동역학식에 매우 작은 효과밖에 주지 못하

기 때문에 코리올리 구심 벡터 성분은 제외해도 무방

하게 된다[6].

2.2 PID 제어기 설계

PID 제어기는 원하는 입력과 출력 사이의 오차에 

근거하여 시스템의 출력이 원하는 입력에 추종하는 

궤환 제어의 일종이다. PID 제어기는 시스템이 분명

히 정해져 있고 이에 한 해석이 가능하면 가장 간

단하면서 좋은 특성을 얻을 수 있다. PID 제어기에서 

P는 비례(Proportional) 제어이고 I는 분(Integral)제

어, D는 미분(Derivative)제어이다. P 제어(비례제어)

는 PID 제어기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가장 기본

인 제어이며 구 하기가 쉽다. 하지만 비례제어 만

으로는 시스템에 분기가 없을 경우에 정상상태 오

차가 발생할 수 있다. I 제어( 분 제어)는 정상상태 

오차를 없애기 해 사용된다. D 제어(미분 제어)는 

잘 활용하면 안정성에 기여하고, 측 기능이 있어 응

답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7-8].  PD 제어기는 시

스템에 감쇠를 제공하지만 정상상태 응답에는 향을 

미치지 않고, PI 제어기는 상  안정도를 개선하며 

동시에 정상상태 오차를 개선하지만, 상승 시간이 증

가하는 단 이 있다. 그래서 PI 제어기와 PD 제어기

의 최 의 특성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PID 제어의 핵

심이다.

PID 제어기의 달함수는 식 (1)과 같다.

 







      (1)

식 (1)에서 각각 K×(의 t의 따른 의 분)은 

오차 값의 분, 는 오차 값, 는 오

차 값의 미분에 비례하기 때문에 (비례- 분-

미분 제어기)라는 이름을 갖는다. 비례항은 오차에 따

라 출력을 바꾼다. 간단한 비례 제어기는 제어 매

개변수 하나만 있다. 이 매개변수를 변경함에 따라 제

어기는 변화에 크게 는 작게 반응할 수 있다. 식 

(2)에서 P는 비례항을 나타내는 식이다.

×                                   (2)

비례 시스템은 개 오차(e)를 제거하기엔 충분하

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은 재 오차에 따라 출력을 

바꿀 뿐만 아니라 지 까지의  오차에 따라 출력

을 보고 바꿀 수 있어야 하므로 분 항은 시간에 걸

친 오차의 합을 말한다. 오차가 클 경우 분 항에 의

해 시간이 지나면서 오차의 합이 쌓이며 출력은 빠르

게 변해 오차를 제거하게 된다. 식 (3)은 분 항을 

나타내는 식이다.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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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는 분 항이며 는 분 항의 매개변수

이다. 미분 항은 오차 변화율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출력에 더한다. 만약 오차의 변화가 크지 않다면 미분 

항의 값은 작으며 출력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

나 오차가 갑작스  크게 변한다면 시스템의 진동을 

피하기 해 미분 항의 값은 커진다. 식 (4)의 D는 

미분 항이고, 값은 미분 항 매개변수를 말하고, 

은 재의 오차, 은 그 의 오차를 말한다. 식 

(4)는 미분 항을 나타내는 식이다[9-10].

×                           (4)

2.3 쿼드콥터 시스템 구성도

그림 3은 구 하고자 하는 쿼드콥터 시스템의 블록

선도를 보여 다. 먼  입력 부인 가속도, 자이로, 

음  센서 부분에서 Arduino로 정보 값을 입력 후 

재의 자세 값과 계산한다. 그리고 수평을 유지하려는 

값과 비교를 한 뒤 오차 신호를 계산하여 PID 제어 

보상 값을 결정하고 이득 값에 따라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하여 모터의 출력을 조 , 쿼드콥터를 조종한다. 

PID 제어는 쿼드콥터의 자세제어에 한 안정도를 유

지하는데 매우 요하므로 PID의 값을 최 하게 결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3. 쿼드콥터의 시스템 블록선도
Fig. 3 Block diagram of quad-copter ststem

그림 4는 쿼드콥터의 자세제어에 한 알고리즘이

다. 알고리즘의 과정은 원을 인가 한 후 자이로 센

서를 읽고 드론의 주행할 때 자이로 센서가 기울어지

거나 할 때 치에 맞게 x 방향은 Roll 값, y 방향은 

Pitch 값, z 방향은 Yaw 값을 받아서 수평 상태 일 

때와의 오차를 계산한다. 그 다음 오차 범 만큼 가속

도 센서 값을 각 치별 센서 값에 따라 모터의 출력

값을 변화시켜 안정화 비행을 유지하도록 계속 진행

한다[11].

그림 4. 가속도/자이로 센서의 자세제어 
알고리즘

Fig. 4 Attitude Control Algorithm of Acceleration 
Sensor and Gyro Sensor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쿼드콥터 시스템의 블

록도 입력부의 MPU-6050 가속도 센서는 선형 가속

도와 기울임 각도를 측정한다. 3축의 가속도 센서는 

크기와 선형, 회 , 력의 가속도 방향들을 합쳐진 

상태로 감지한다. 자이로 센서는 3축의 회  움직임의 

각 변화량을 측정하며 움직이는 물체의 기본 축에 

한 회 과 방향을 복잡한 움직임에도 정확하고 정

한 측정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가속도와 자이로 센서가 병합된 

MPU-6050을 사용하 다. 이 센서는 외부 디바이스 

센서나 다른 센서와 같이 Arduino 안에 입력된 소스 

코드를 통해 모든 센서 데이터를 디바이스에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빠르거나 느린 움직임의 정 한 

추 을 해 Multiwiiconf와 PID 제어를 통한 서보모

터의 출력을 조 하도록 설계하 다. HM-10 블루투

스 모듈은 쿼드콥터의 조종에 있어서 조종 어 과 데

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사용한다. HM-10은 2.4 

GHz의 역폭을 가지며 송속도는 6K Bytes, 도달

거리 최  50m, 안정  거리 20∼30m로 측정되며 

력 소자로 작동 범 가 넓다. HC-SR04는 5V의 

15mA를 사용하고 거리는 2cm∼4m까지 측정 가능한

데 략 2m 정도까지 정확하게 결과가 측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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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쿼드콥터 제작  실험  고찰

3.1 쿼드콥터 PID 제어기 튜닝

튜닝 하는데 사용된 로그램 ‘MultiWiiconf‘는 쿼

드콥터와 컴퓨터를 유선으로 연결하는 비행 시뮬 이

션이다. 명령받은 조종기의 값 한 상태에 표시되고 

하단의 그래  역은 시간에 따른 가속도, 자이로의 

3축 센서 출력  수평과 헤드 값을 나타낸다. 한 

수신기의 값과 모터 출력값, GPS 상태, 기체의 수평 

 센서 사용 상태와 쿼드콥터의 비행 모습을 보여

다. 이 로그램을 통해서 기체를 실제로 띄우기 에 

설계된 PID 값을 튜닝하여 자세제어를 한다.

그림 5. PID 기값
Fig. 5 PID initial value

그림 5는 ‘Multiwiiconf‘ 로그램에서 PID 게인 값

을 수정하기  상태로 모든 수치가 기본 값에 놓여 

있다. 조종기의 PID 제어 과정에서 기 입력 시 각 

서보모터가 튀면서 모든 모터가 갑자기 빠르게 도는 

상이 발생했는데 계속된 시뮬 이션 과정을 통해서 

Throttle의 최소값이 이륙 기 치인 MID 값을 조정하

여 이러한 상이 사라졌다.

그림 6은 실험 결과를 통해 나온 최종 PID 결과 

값이다. P는 비례 값으로 각도가 벌어졌을 때 생긴 

오차를 이득에 곱한 것이다. 이득이 커질수록 그 오차

가 커지므로 Roll, Pitch, Yaw 값을 다. D는 미분 

값으로 순간 인 변화율이 클수록 힘을 많이 받게 되

고 변화에 따라 빠른 응답을 다. 하지만 무 크면 

불안정하게 되므로 Roll과 Yaw 값만 올리고, Pitch 

값은 유지시켰다. I는 분 값으로 기울어짐을 감지하

여 그 시 부터 분하여 오차 각도가 더해진다. 

되는 값이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향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Roll, Pitch에 은 값을 올렸다.

그림 6. 최종 PID값

Fig. 6 Final PID value

3.2 자세제어  비행 실험

그림 7은 MultiWii 시뮬 이터로 PID 튜닝을 하고 

난 뒤의 음 센서 거리를 받아 50cm 호버링된 비

행 사진이다.

그림 7. 50cm 호버링 된 사진

Fig. 7 50cm Hovered picture

표 1은 기체의 설정 높이를 50cm로 하고 드론이 

비행을 시작한 시간을 로 하고 3 마다 높이의 변

화를 측정한 것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cm

의 오차 범 로 0.5m 호버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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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 Height(cm)

+3 46.44

+6 49.18

+9 48.81

+12 49.43

+15 50.27

+18 51.67

+21 53.37

+24 52.50

표 1. 시간에 따른 드론의 높이 변화 값
Table 1. The Value of the height change of the 

drones according to time

Ⅳ. 결 론

드론은 구조가 단순하고 근성이 높지만 드론 조

종자의 조종 미숙이나 잘못된 드론 설정으로 발생하

는 오작동으로 인해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드론의 안정화 비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쿼드콥터의 안정화 비행을 

한 PID 시스템을 제어하고자 하 다. 쿼드콥터 동

역학 방정식을 이용하여 쿼드콥터 모델링을 구성하

고, PID 설계를 하 다. 블루투스 통신을 하고 자이로 

센서와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기체의 수평 주행 시 

각 모터 속도를 제어하 고, 음  센서로 지면과의 

거리를 측정해 깊이를 알 수 없는 곳에 깊이를 측정

하거나 상과의 거리를 알 수 있도록 하 다. 한, 

‘MultiWiiConfig‘ 로그램으로 PID 게인 값을 조정하

여 P 게인, D 게인, I 게인 값을 수정하 다. 

그 결과 외부에서 힘을 가해도 기체가 안정 인 수

평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호버링을 성공하 으며 

블루투스로 거리를 받아 ±3cm의 오차 범 로 0.5m 

호버링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재는 호버링 시 높이를 오르고 내리는데 있어서 

조종기의 역할이 계속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조종기의 

도움 없이도 상과의 거리나 높이, 치 데이터를 통

해 사용자와 일정한 거리나 지정된 치에 있을 수 

있도록 하면 드론의 자율 주행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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