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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에는 극한 분야에서 수상로 , 수 로 , 공 로 과 같은 해양로 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그 기반은 매우 부족하다. 다행히도, 로 교육에 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해양로 키트의 개

발  보 을 통하여 연구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기존에는 공

 이동  장애물회피가 가능한 풍선기반의 해양로 키트가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외선 센서

를 이용하여 장애물회피가 가능한 풍선기반 자율 공 로 키트가 개발되었다. 시험평가 결과는 실제 용 가

능성과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 다.

ABSTRACT

Recently, although the need of marine robots such as the underwater robot, surface robot and airborne robot being raised in 

extreme areas, the basis is very deficient. Fortunately, as the need of the robot education is increasing,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the R&D basis of marine robots and to train future talents through the development and diffusion of marine robot kits. However, 

in conventional case, there is no marine robot-kit based on the balloon, which has the abilities of the airborne locomotion and 

obstacle avoidance. To solve this problem, a balloon-based autonomous airborne robot-kit that has the ability of the obstacle 

avoidance with an infrared sensor, is developed. The test and evaluation results show the possibility of the real applications and 

the necessity of additional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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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에는 에 지 자원 확보, 해양 사고 방/수습, 

해   응, 항만/해  시설 진단/ 리, 해양 감시

/정찰/방어 등 다양한 극한 분야에서 해양로 의 필

요성이 실히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반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로 교육에 한 수요 증가로 

해양로 아카데미, 해양로 경진 회 등의 사례가 존

재하고 있는데, 해양로 키트의 개발  보 을 통하

여 연구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로 기반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매우 

실 인 해법이 된다.

해양로 키트의 개발과 련하여, 수상 이동  장

http://dx.doi.org/10.13067/JKIECS.2013.8.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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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회피[1-4]가 가능한 자율형 수상로 키트[5]는 3

채  소나(sonar) 센서를 탑재하고 서지(surge), 요

(yaw)의 2자유도 운동이 가능하며, 수  이동  장

애물회피가 가능한 자율형 수 로 키트[6]는 4채  

소나 센서를 탑재하고 서지, 요, 피치(pitch)의 3자유

도 운동이 가능하다. 한, 공  이동이 가능한 풍선

기반 원격조종형 공 로 키트[7]는 서지, 요, 피치의 

3자유도 운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  이동  장애

물회피가 가능한 자율형 공 로 키트가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외선 센서를 이용하

여 장애물회피가 가능한 풍선기반 자율 공 로 키트

가 개발되었다. 본 키트는 효율 인 개발을 해서 시

스템공학 로세스를 용하여 개발하 다. 

Ⅱ. 키트 시제작

본 에서는 시스템공학 로세스 에서 분석, 설

계, 시제작 로세스가 기술되며, 주요 내용은 수학  

모델, 하드웨어 랫폼, 소 트웨어 랫폼 등으로 세

분화되어 기술된다.

2.1 수학  모델

일반 인 공 로 키트는 롤(roll), 피치(pitch), 요

(yaw), 서지(surge), 스웨이(sway), 히 (heave)의 6자

유도(Degree Of Freedom : DOF) 운동이 가능하며, 

병진(translation) 성분인 와 회 (rotation) 성분

인 를 포함한다. 속도 성분이  , 각속도 성

분이 이고, 힘  모멘트 성분이       , 

        일 때, 련 식은 다음과 같다[7].

 







































 (1)

여기서, 은 질량 행렬이고,         


는 가속도 행렬이다.      

는 성

(inertia) 힘 벡터,      

는 성 모멘트 

벡터이고,            

은 각각 부력  무게와 련된 복원 힘  모멘트 

벡터이고,            

은 각각 선체(hull) 형상과 련된 힘  모멘트 벡터

이고,             은 각

각 추진기와 련된 추진 힘  모멘트 벡터이다. 이 

에서 지배력은 인데, 헬륨가스를 이용하여 부력

을 발생시켜 성부력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요한 역할을 하며, 주  온도에 의존하는 특성을 가지

고 있다. 본 키트는 안정 인 수평면 장애물회피 성능 

검증을 하여 요, 서지의 2자유도로 구 하 다.

2.2 하드웨어 랫폼

H/W 랫폼의 시제작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양로

의 최고기술국인 미국의 NPS(Naval Postgraduate 

School)는 수 /수상, 육상, 공 과 련된 체계들을 

통신망으로 연계하여 그 효과를 극 화하는 이종 

력 네트워크(Heterogeneous Collaborative Network) 

기술이 상용화 수 이며, 이와 련해서 국내에서도 

소형 해양로 [5-7] 연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림 1. 이종 력 네트워크
Fig. 1 Heterogeneous collaborative network

이러한 해양로  기술 동향과 련하여, 본 연구에

서는 그림 2와 같은 인스토 (brainstorming) 과

정을 거쳤다.

그림 2. 인스토
Fig. 2 Brainsto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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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인스토 을 기반으로 정립된 기본 인 운

용개념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운용개념도
Fig. 3 Diagram of operating concept

앞의 운용개념을 기반으로 요구사항 분석이 수행되

었으며, 이동성(R1), 회피성(R2), 유지보수성(R3) 등이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기능 분석은 요구사항 분석 결과를 바탕

으로 수행되었으며, 무게/부력 조  기능(F1), 공기

항최소화 기능(F2), 수평면 이동 기능(F3), 수평면 장

애물회피 기능(F4), 분해/조립 기능(F5), 원 

ON/OFF 기능(F6), 로그램 다운로드 기능(F7) 등이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H/W 구성품 식별은 앞서 수행된 요구사

항  기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그림 4와 같이 수

행되었으며, 형상 리 측면에서 몸체부, 계측부, 추진

부, 기타로 구분하 다.

그림 4. H/W 가계도
Fig. 4 H/W family tree

그림 5는 H/W 가계도를 바탕으로 상세 설계를 진

행한 결과로서, CATIA(Computer Aided Three 

dimensional Interactive Application) 로그램  

RP(rapid prototyping) 장비를 이용한 시제작을 하

여 3D 모델링 기반의 설계를 수행하 다.

그림 5. 3D 모델링 기반의 H/W 설계
Fig. 5 3D modeling-based H/W design

설계된 키트는 작은 공기 항을 가지면서도 식(1)

의 과 련된 부력을 발생시키는 풍선부, 식(1)의 

와 련된 힘  와 련된 모멘트를 발생시키

는 Surge/Yaw 발생부, 장애물 탐지를 한 외선 

센서부를 가지고 있다. 한, 볼트/ 트, 핀  테이

를 이용하여 탈부착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H/W 구성품 에서 보드장착 , 조 , 모터장착

, 센서부착 , 원장착 은 그림 6의 린터, 용해

기, 린  로그램을 이용하여 시제작되었다.

그림 6. 시제작 장비
Fig. 6 Manufacturing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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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H/W 구성품인 풍선, 제어보드, 핀, 외선

센서, 서보모터, 로펠러, DC모터, 원부, 납, 테이

 등은 상용품을 구입하 다.

그림 7은 제어기, DC모터, 원부를 나타내는데, 

상용화  량을 해서 가형  소형 부품이 

선정되었다. 제어기는 가형이므로 A/D 컨버터를 내

장하고 있지 않다.

그림 7. 상용 부품
Fig. 7 Commercial components

그림 8은 외선 센서를 나타내는데, 역시 상용화 

 량을 해서 가형  소형 부품이 선정되

었다. 서보모터 축에 부착되어 회 이 가능하므로, 1

개의 외선 센서를 이용한 장애물회피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활용이 가능하다.

그림 8. 외선 센서
Fig. 8 Infrared sensor

외선 센서의 특성곡선을 살펴보면 물체와의 거리

가 가까워질수록 출력 압의 크기가 증가함을 알 수 

있는데, 5 [V] 입력 압 기 에서, 약 15 [cm] 지 에

서 2.75 [V]가 출력됨을 알 수 있다. 본 키트에 사용

된 제어기는 A/D 컨버터를 내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 하나의 디지털포트를 사용하여 외선 센서의 출

력 값이 2.5 [V] 이상이 되면 High로 인식하여 장애

물회피를 수행하도록 하 다.

앞서 언 한 외선 센서를 포함한 체 인 데이

터 연동구성은 그림 9와 같다.

그림 9. 제어부 연동도
Fig. 9 Interface diagram of control part

그림 5의 3D 설계 내용을 바탕으로 이후에 언 한 

내용을 종합하여 H/W 시제작에 반 한 결과는 그림 

10과 같은데, 상용화  량이 가능하도록 가형, 

소형, 최소 부품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그림 10. 3D 모델링 기반의 H/W 시제작
Fig. 10 3D modeling-based H/W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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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 랫폼의 체 무게는 헬륨가스가 충 된 풍

선이 성부력을 유지하기 한 조건인 79[g] 보다 

작으며, 여유 무게를 보유하고 있다.

2.3 소 트웨어 랫폼

S/W 랫폼의 시제작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서 

수행된 요구사항  기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S/W 

구성품 식별이 그림 11과 같이 수행되었으며, 형상

리 측면에서 계측함수, 구동함수로 구분하 다.

그림 11. S/W 가계도
Fig. 11 S/W family tree

그림 12는 S/W 가계도를 바탕으로 상세 설계를 

진행한 결과로서, AVR Studio 로그램을 이용한 시

제작을 하여 C언어 기반의 설계를 수행하 다.

그림 12. 로그래  화면
Fig. 12 Programming monitor

S/W 랫폼은 범용툴을 사용함으로써 근성이 

용이하며, 다양한 연령층에 합한 언어 수 을 가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키트 시험평가

본 에서는 시스템공학 로세스 에서 시험평가 

로세스가 기술된다. 앞서 수행된 분석, 설계, 시제작 

로세스와의 추 성을 유지하여 분해/조립 시험(T1), 

Surge 시험(T2), Yaw 시험(T3), 회피 시험(T4) 등의 

시험평가 항목을 도출하 으며, 시험평가를 통하여 해

당 요구사항  기능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 다. 표 

1은 분석, 설계, 시제작과의 추 성을 보여 다.

표 1. 추 성표
Table 1. Table of traceability

Requir-
ement

Func-
tion Components Test Item

R1

F1 H43, H44 T2,T3,T4

F2 H11 T2,T3,T4

F3 H1,H3,H4 T2,T3

R2 F4 All T4

R3

F5
H13,H14,H15,H16,H23,
H42,H44

T1

F6 H12 T2,T3,T4

F7 H12,H45 T2,T3,T4

그림 13은 T3의 수행모습인데, 정면의 장애물을 인

식한 후, 정지/역회   우회 하여 장애물을 회피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3. 시험평가의 수행
Fig. 13 Execution of test & evaluation

시험평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성력이 지배력이

므로 고속에서는 충돌의 빈도수가 많았으며, 온도변화 

 기류존재의 향이 존재함을 확인하 다. 이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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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 메커니즘  알고리즘의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앞의 과정을 통해 개발  검증된 키트의 제

원은 표 2와 같다.

표 2. 개발된 키트의 사양
Table 2. Specification of developed kit

Item Value

Balloon Length 120 [cm]

Balloon Height 60 [cm]

Balloon Width 20 [cm]

Width 38 [cm]

Weight 79 [g]

Turning Diameter 0 [cm]

Normal/Maximum Speed 10/50 [cm/s]

Detection Distance 5 [cm]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로벌 표  연구개발방법론인 시스

템공학 로세스를 용하여 국내 최 로 개발된 풍

선기반 자율형 공 로 키트를 소개하 다.

개발된 키트는 이동성, 회피성, 유지보수성이 우수

한 보 형 키트로서, 간단한 구조를 가지면서도 2자유

도 운동이 가능하며, 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장애물

회피가 가능하다.

개발된 키트의 성능 검증을 한 시험평가 결과는 

본 키트의 실제 용 가능성과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데, 소형 해양로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미래인재 양성에 용이 가능하며, 로 특성을 반 한 

장애물회피 알고리즘 등의 개발에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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