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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가변형 드론을 위한 동역학 기반 시뮬레이터 개발

(Development of Simulator for Weight-Variable Type Drone 

Base on Kin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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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garding previously-developed drone simulators, it was easy to check their flight 

stability or controlling functions based on the condition that their weight was fixed from the 

design. However, the drone is largely classified into two types that is the one with the fixed 

weight whose purpose is recording video with camera and racing and another is whole 

weight-variable during flight with loading the articles for delivery and spraying pesticide though 

the weight of airframe is fixed.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structure of drone 

and its flight principle, suggest dynamics-model-based simulator that is capable of simulating 

weight-variable drone and develop the simulator that can be used for designing main control 

board, motor and transmission along the application of weight-variable drone. Weight-variable 

simulator was developed by using various calculation to apply flying method of drone to the 

simulator. First, ground coordinate system and airframe-fixing coordinate system were 

established and switching matrix of those two coordinates were made. Then, dynamics model of 

drone was established using the law of Newton and moment balance principle. Dynamics model 

was established in Simulink platform and simulation experiment was carried out by changing the 

weight of drone. In order to evaluate the validity of developed weight-variable simulator, it was 

compared to the results of clean flight public simulator against existing weight-fixed drone. 

Lastly, simulation test was performed with the developed weight-variable simulation by changing 

the weight of drone. It was found out that dynamics model controlled various flying positions of 

drone well from simulation and the possibility of securing the optimum condition of 

weight-variable drone that has flying stability and easiness of contr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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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드론은 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발전되었다. 

드론은 기동성이 높고 출입이 어려운 산간 지역 등 

정찰이 가능하며 위치 추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응

용 개발되고 있다 [1].

하지만 한 대의 드론을 구매하여 농업용, 배달

용, 정찰용 및 레이싱 등 다양한 활용이 불가능하

므로 사용자가 활용하는 산업에 맞춰 드론을 구매

해야 한다. 

또한, 조립이 가능한 드론을 구매하더라도 다양

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해하여 다시 용도에 맞

게 재조립한 뒤, 각 부품의 설정값을 다시 분석하

여 설정해야 하며, 조립 후 설정된 값이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탑재가 되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비용에서도 레이싱용 드론의 경우 부품에 따라 

중저가로 조립할 수 있지만, 산업용 드론 판매 업

체 중 가장 큰 회사인 DJI의 농업용 방제 드론은 

고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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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3차원 좌표축

Fig. 1 3-dimensions axis of coordinates

농업용 방제 드론의 가격이 비싼 이유는 농약 

살포 전, 중, 후의 무게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설정

이 까다로우며 전문가를 통해 드론을 설정해야 하

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존의 드론 부품의 설정을 변경하는 대

표적인 시뮬레이터는 Cleanflight와 Betaflight이다. 

하지만 기존 시뮬레이터의 단점은 레이싱, 촬영용 

및 취미용 드론과 같이 무게가 고정된 드론에 최적

화가 되어있고 사용 용도가 바뀔 때마다 변속기와 

모터를 변경한 뒤 부품에 맞게 재설정을 해야 하

며, 무게-가변형 드론의 경우 설정이 불가능하다 

[2].

그래서 본 논문은 한 대의 드론으로 촬영, 레이

싱, 택배 등 드론의 무게가 고정된 분야나 농업용 

방제, 산불 진압용 등 무게가 가변하는 분야 등 다

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부품의 설정값을 

자동으로 구하고 설정값 변경이 가능한 시뮬레이터

를 개발하였다. 그래서 시뮬레이터를 통해 부품의 

교체나 해체를 하지 않고 사용자 요구에 맞는 드론

으로 설정이 가능한 시뮬레이터를 제안한다.

실험은 촬영용, 택배용 같은 무게-고정형 드론

과 농업 방제용 같은 무게-가변형 드론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드론의 다양한 동역학적 움직임을 파악하여 시

뮬레이터에 탑재하기 위해 수식을 통해 분석한 뒤 

이를 활용하여 분야에 맞는 드론 부품들의 설정값

을 구할 수 있다.

시뮬레이터는 Simulink을 이용하여 개발하였으

며 드론의 무게에 따라 모터가 최적의 성능을 나타

낼 수 있는 값을 분석하여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

게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동역학

적 모델의 구축을 위한 연구를 설명하고 드론의 비

행에 대한 수식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테스트 베

드용 드론을 설명하며 4장에서 시뮬레이터를 실험

하고 결과를 기술한다. 5장에서 향후 연구 계획을 

제시하며 결론을 맺는다.

Ⅱ. 동역학적 모델의 구축을 위한 연구

드론의 4개의 모터와 변속기를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설정값을 변경하고 제어하기 위해 드론의 비

행과 관련된 다양한 수식을 연구하였다.

드론의 비행은 헬리콥터와 움직임이 동일하다. 

그래서 기본적인 드론의 비행은 그림 1과 같이 3차

원 +X, +Y, +Z로 정의한다.

비행하는 자세는 X→Y→Z 순서로 적용해 회전 

행렬을 만들어 낸다. 기체 고정 좌표계를 지면 좌

표계로 변환시키는 전환 행렬은 （ ）이다. 

（ ）은 수식 1을 통해 구한다 [3]. 

수식 1에서 는 드론의 X축을 기준으로 전후 

방향으로 비행하는 roll을 의미하며, 는 Y축을 기

준으로 좌우 방향으로 회전하는 pitch를 의미하며,

는 Z축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비행하는 yaw를 의

미하며 그림 2와 같다.

, , 은 각각 드론의 X, Y, Z

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때 드론의 고정 좌표계를 지

면 좌표계로 전환하는 행렬이며 드론의 기본적인 

비행을 의미한다.

1. 선운동 관련 연구

드론의 양력은 4개의 날개가 회전하면서 생긴

다. 양력은 는 기체 고정 좌표계에서 +Z 축의 

방향이다. 양력 는 수식 2을 사용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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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2에서 k은 양력 계수이며 (=1,2,3,4)는 날

개 가 회전하는 속도이다. 지면의 좌표계에서의 양

력 


는 수식 3을 사용한다. 지면 좌표계에서 드

론의 중력 


은 수식 4를 사용한다. 수식 4에서 

-는 중력의 방향이 +Z축 방향과 정반대 방향을 표

시한다. 지면 좌표계에서 공기 저항력 
는 수식 

5를 사용한다.


      (4)


    


 (5)



 (6)

수식 5에서   는 각각 지면 좌표계에서 X

축, Y축, Z축의 저항력 계수이며, 는 각각 X

축, Y축, Z축의 선속도이다. -는 저항력의 방향이 

+Z축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표시한다.

드론의 모든 힘의 합은 
 , 

 및 
의 벡터 

합이며 Newton의 제2 법칙을 활용한 수식 6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모멘트 관련 연구

모터는 기본적으로 회전 운동을 하므로 물체를 

회전시키려고 하는 힘의 작용인 모멘트 (moment)

를 계산하고 적용해야 한다. 공기역학적 모멘트 

는 수식 7을 사용한다 [5].

수식 7에서 는 모터와 프로펠러가 회전할 때 

주위의 유체를 밀어내어 생기는 반작용 현상인 추

력을 나타내고 는 모터와 프로펠러의 추력 계수와 

저항 계수이며 은 중앙에서부터 날개의 중심까지

의 거리이다.      는 날개 가 회전하

는 각속도다. 공기저항 모멘트 는 수식 8을 사

용한다.

식 8에서   는 각각 지면 좌표계에서 X

축, Y축, Z축의 공기저항 모멘트 계수이며,   

은 각각 드론의 X축, Y축, Z축의 각속도다.

그림 2. X축, Y축, Z축

Fig. 2 X axis, Y axis, Z 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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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하고 있는 모터를 회전축의 방향을 변경하

도록 요구될 때 생기는 차이로 모멘트 는 수식 

9이며 은 날개의 관성 모멘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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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드론의 모든 모멘트은 ,  및 의 벡터

합이다. Newton-Euler 방정식을 응용한 수식 10

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는 X축, Y축, Z축의 회전 

관성 모멘트 계수이다 [6].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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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의 동역학 모형

수식 6과 Newton-Euler 방정식 10을 사용하여 

선운동 방정식과 각운동 방정식인 수식 11을 구한

다.

  를 제어 시스템의 입력량으로 정

의하여 네 개의 모터 RPM (revolution per 

minute, 분당 회전 수)을 제어한다.   

는 수식 12에 따라 동작하며 각 모터의 RPM에 따

라 X축 rolling，Y축 pitching, Z축 yawing으로 드

론이 비행한다. 지면 좌표계의 각속도는 기체 고정 

좌표계의 각속도와 같다. 그래서 본 논문의 시뮬레

이터 수학 모델은 수식 13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러

한 수식들을 조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의 설정값을 유추할 수 있다. 그래서 드

론의 4개의 독립된 모터, 변속기, 자이로 센서 및 

메인 컨트롤 보드 등을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제어

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실험하였다.

Ⅲ. 테스트 베드용 드론과 시뮬레이터 

개발

1. 테스트 베드용 드론 개발

무게-고정형과 무게-가변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드론을 제작하기 위해 테스트 베드용 드론

은 레이싱용 드론 부품 중심으로 사용하여 조립하

였다. 가장 중요한 모터는 군사, 방제등 산업용 모

터를 제작하는 DUALSKY의 XM7015HD-11와 모

터의 최대 성능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변속기는 

Tiger Motor의 Flame 80A를 사용하였다.

메인 컨트롤 보드는 시뮬레이터를 통해 설정이 

가능한 Holybro의 Pixhawk 4 Mini를 사용하였으

며, 조립한 테스트 베드용 드론은 그림 3과 같다. 

드론의 자세 교정을 위한 각 모터 주변에 총 4

개의 자이로 센서와 위치 추적을 위한 GPS 등 센

서들을 추가로 탑재하였다.

2. 시뮬레이터 개발

시뮬레이터는 Simulink를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그림 4는 드론의 동역학적 모델의 구조도를 

Simulink에 적용하기 전 간단하게 도식화한 것이

다. 그림 4의 왼쪽 4개의 모터가 각각 작동할 때 

드론의 움직임을 나타낸 그림 2의 X축, Y축, Z축을 

출력으로 확인할 수 있다.

회로도를 기준으로 Simulink에 그림 5와 같이 

설계를 하였다. 그림 5 (a)는 드론 시뮬레이터 설계

의 일부이며, 그림 5 (b)는 설계를 완성한 후 드론

의 형태가 시뮬레이터로 나타낸 것이다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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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테스트 베드용 드론

Fig. 3 Test bed drone

그림 4. 동역학적 모델을 위한 회로도

Fig. 4 A circuit diagram for dynamic model

그림 5 (b)의 시뮬레이터에서 드론의 무게, 모터 

RPM 등 조절이 가능하다. 각 부품의 설정값을 변

경하였을 때, 모터 RPM이나 드론의 움직임을 모니

터링이 가능하다. 모터에 부하가 생길 것으로 예측

되면 사용자에게 경고를 준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최적화된 설정값을 찾을 수 있으며 다양한 방

법으로 드론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각 모

터가 동작할 때 실제 드론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

인하기 위해 그림 6와 같이 드론의 움직임을 시뮬

레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오픈 소스인 

Cleanflight의 기능 중 일부를 수정 보완한 뒤 탑재

하였다 [9].

Ⅳ. 실험 및 결과 

모든 드론 시뮬레이터에서 드론의 실제 속도는 

(a)

(b)

그림 5. Simulink로 작성한 드론 설계도

Fig. 5 A Design Plan for Drone in Simulink

그림 6. 드론 자세 모니터링

Fig. 6 Drone Position Monitoring

측정이 불가능하며, 모터의 최대 RPM을 측정하여 

최대 속도를 추정하는 것만 가능하다. 그래서 모터

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회전하지 않는 구간부터 

최대 RPM까지의 구간을 10단계로 나누어 측정한

다.

드론과 시뮬레이터를 연결한 뒤 그림 5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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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터에서 사용자가 드론의 사용 용도에 따른 

설정을 하면 모터의 최대 RPM까지 도달하는 시간, 

비행 형태 및 드론의 수평 유지를 측정한 뒤 그래

프로 확인할 수 있다. 최대 RPM까지 걸리는 시간

을 측정하는 이유는 드론의 무게가 증가할수록 모

터가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시뮬레이터가 

RPM 설정을 어떻게 하였는지 확인을 하고 드론의 

비행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평을 확인하는 실험은 4개의 모터가 독립적으

로 RPM을 조절하며 비행할 수 있게 설정한 뒤, 각 

모터 주변에 있는 자이로 센서가 수평을 잃을 것으

로 판단되면 각 모터는 RPM을 조절하여 수평을 잡

을 수 있게 하고 해당 수치를 저장하여 그 이상의 

RPM이 나오지 않도록 설정되게 하였다. 드론의 질

량, 회전 관성, 모멘트 계수 등을 고려하여 촬영용, 

택배용과 같은 무게-고정형과 농업용 방제와 같은 

무게-가변형으로 나누어 시뮬레이터로 확인하고 실

제 드론에 탑재하여 결과를 확인하였다. 택배용을 

무게-고정형으로 분류한 이유는 적재물을 탑재할 

경우 무게가 고정된 상태에서 비행을 하기 때문이

다. 하지만 적재물의 무게에 따라 드론의 설정값이 

달라야 하므로 1Kg, 500g으로 실험을 진행하고 결

과를 확인하였다. 실험은 무게-고정형, 무게-가변

형 드론의 본체가 수평으로 비행할 수 있는 최적의 

RPM을 찾은 뒤 유지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그

리고 무게-가변형 드론은 농업용 방제 드론을 가정

하였기 때문에 1Kg 증가한 상태에서 10초에 100g

씩 무게가 감소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1. 시뮬레이터의 정상 동작 여부 확인

논문의 시뮬레이터가 정상적인 동작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해 테스트 베드용 드론을 레이싱 드론으

로 설정하여 모든 부품이 최대 성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7 (a)는 드론이 상승하면서 최대 RPM과 

최대 RPM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한 그래프이

다. x축은 Rolling, Pitching, Yawing을 최대 10단

계로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며, y축은 초 단위의 시

간을 의미하며 레이싱 드론 설정을 통한 성능은 최

대 RPM까지 출력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초

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Rolling만 증가하는 이유

는 시뮬레이터에서 4개의 모터를 동일한 RPM으로 

동작시킬 경우 수직 상승만 하기 때문이다.

그림 7 (b)는 4개의 모터가 각각 다른 RPM으로 

출력하는 동시에 자이로 센서가 본체의 움직임을 

측정한 것이다.

(a)

(b)

그림 7. 작동 확인을 위한 테스트

Fig. 7 Test for Operational Verification

화살표로 나타낸 곳을 확인하면 한 모터가 최대 

RPM으로 출력했을 때 자이로 센서 중 하나가 피크

치로 확인되는 순간 반대쪽 모터가 순간적으로 출

력을 높여 드론의 수평을 잡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2. 무게-고정형 드론의 실험 및 결과

시뮬레이터가 정상적인 동작하는 것을 확인한 

후 무게-고정형 드론 설정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8 (a) 그래프는 적재함의 무게를 1Kg으로 

설정한 결과이며, 그림 8 (b) 그래프는 500g으로 

설정한 결과다. 수직 비행 시 최대 RPM까지 도달

하는 시간을 확인했을 때 1Kg 증가한 드론은 약 3

초로 측정되었고 500g 증가한 드론은 약 2초의 시

간이 소요되었다. 최대 RPM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늦어질수록 드론의 무게가 무거워지더라도 수평을 

유지한 상태로 비행이 하기가 쉬워지는 동시에 비

행 속도도 느려지므로 좀 더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

하다.

그림 9는 비행 중인 드론이 수평을 유지하며 안

정적인 비행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모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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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8. 무게-고정형 드론 데이터 측정 1

Fig. 8 Fixed-Weight Type Drone Data 

Measurement 1

RPM과 각 자이로 센서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 

1Kg 증가한 드론의 경우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 각 

모터의 RPM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그림 9 (a)에

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림 9 (b)와 같이 

500g 증가한 드론은 1Kg 증가한 드론보다 모터의 

RPM이 큰 변화가 없이 비행하며 수평을 잡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게가 가벼울수록 드론의 수평을 

잡기 쉽고 모터 RPM의 변화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무게-가변형 드론의 실험 및 결과

무게-가변형 드론은 농업용 방제나 소방용 드론

을 모델로 했기 때문에 최초 1Kg이 더 추가된 상

태에서 1초에 10g씩 무게가 가벼워지게 설정하였

다. 

그림 10 (a)와 같이 최대 RPM까지 도달하는 시

(a)

(b)

그림 9. 무게-고정형 드론 데이터 측정 2

Fig. 9 Fixed-Weight Type Drone Data 

Measurement 2

간은 약 2.8초로 무게-고정형 드론 중 1Kg을 증가

한 그림 9 (a)와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y축의 시간 단위를 살펴보면 무게-가변

형 드론이 좀 더 세분화되었다. 무게-가변형의 경

우 시간에 따라 드론의 중량이 서서히 줄어들기 때

문에 동일한 RPM을 유지할 경우 드론이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비행은 하지만 고도가 서서히 상

승하게 된다. 그러므로 중량이 줄어드는 만큼 모터

의 RPM도 그림 10 (b)의 모터 그래프와 같이 일정

한 패턴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게-고정형 드론에 비해 모터의 RPM의 변화

가 변동이 심한 이유는 비행 중 무게가 줄어들면서 

생길 수 있는 본체의 흔들림을 잡기 위함이다. 

그림 10 (b)의 아래 그래프인 자이로 센서 그래

프가 큰 변화 없이 직선을 유지하는 것은 각 모터

가 RPM을 조절하면서 본체가 수평으로 비행을 하

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Ⅴ. 결 론

기존의 시뮬레이터는 각 부품들의 정상적인 동

작 여부 확인, 부품과 메인 컨트롤 보드의 싱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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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0. 무게-고정형 드론 데이터 측정

Fig. 10 Weight-Variable Type Drone Data 

Measurement

율을 확인하여 조절하는 기능, 모터의 최대 RPM 

조절이 가능하지만 무게-고정형 드론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래서 무게-가변형 드론에 대한 시뮬레이션

은 불가능하거나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은 비행 중 적재물의 무게가 변하는 드

론을 위한 무게-가변형 드론의 시뮬레이터를 개발

하였다. 드론의 4개의 독립된 모터, 변속기, 자이로 

센서 및 메인 컨트롤 보드 등 사용자의 요구에 맞

게 제어할 수 있도록 최적치와 임계치를 사전에 확

인이 가능하며, 비행의 안정성과 조정의 용이성을 

위한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실험하였다.

기존의 무게-고정형 시뮬레이터의 단점을 보완

하기 위해 드론의 비행과 관련된 움직임을 동역학

적 모델로써 연구하고 최대 RPM, 무게에 따른 

RPM, 비행 중 드론의 수평 상태 유지 등 다양한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였다.  또한, 

다양한 수식을 활용하여 드론의 비행 방식을 연구

하여 시뮬레이터에 적용하였다. 우선 지면 좌표계

와 기체 고정 좌표계를 구축하고 두 좌표계의 전환 

행렬을 만들었다. 그리고 Newton의 법칙과 모멘트 

평형 원리를 이용하여 드론의 동역학적 모형을 구

축한다. 

마지막으로 Simulink 플랫폼에서 동역학적 모델

을 구축하고 드론 무게를 변화시켜 시뮬레이션 실

험을 하였다. 개발된 무게-가변형 시뮬레이터의 타

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존의 무게-고정형 드론

에 대한 Cleanflight 공개 시뮬레이터의 결과와 비

교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무게-고정형 드론을 

무게-가변형 드론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실험을 통해 기존에 사용했던 무게-고정형 드론

을 농업용 방제, 소방용 드론과 같이 무게-가변형 

드론으로 설정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래프나 수치를 직관적으로 개발하여 초보자도 쉽

게 설정 후 시뮬레이터와 드론의 설정을 동기화를 

할 수 있다. 

향후, 실제 드론을 운용하기 전 가상 현실에서 

자신의 드론과 동일한 사양으로 연습 비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VR과 같은 그래픽 작업을 통해 시뮬

레이터에서 비행시킬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연

구를 진행 중이다. 또한, 현재 본 논문은 모터가 4

개인 쿼드콥터만 실험하였지만 향후 모터가 6개, 8

개를 가진 멀티콥터도 적용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를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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