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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manned aerial vehicles (UAVs) are a popular research topic because of a great ripple effect in the future. However, 

current UAV technologies cannot be applied to manual aerial vehicles without any modification. As an alternative to current UAV 

technology, humanoid robots are adopted as pilots. If a humanoid robot controls an aerial vehicle autonomously, not only could 

manual aerial vehicles be utilized as UAVs, but the humanoid robot would also be put into an environment created for humans and 

conduct some missions suitable for humans. Humanoid robots are also able to handle tools and equipment designed for humans. In 

order to prove that a humanoid robot can pilot an airplane, an experiment is performed and the results of this experiment are shown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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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9세기 발생한 산업혁명은 인간을 반복적이고 고되며 단

순한 노동에서 해방시켰다. 그 대신 새로 발명된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필요하였는데, 그것

들 중 하나가 운전 혹은 조종이다. 자동차 또는 항공기를 운

전하거나 조종하는 것은 이전보다 복잡한 형태의 노동이지

만 여전히 반복적이고 고된 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운송수단의 무인화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어가고 있

는 가운데, 본 논문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용한 무인항공기 

개발을 제안하고 타당성을 실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현

재 무인항공기 연구의 주된 동향은 조종면에 전기나 유압 구

동기를 사용하여 비행제어컴퓨터의 명령을 받아 자율비행을 

구현하는 것이다. 최근에 무인항공기 기술이 발전하면서 임

무의 다양화 및 임무요구도가 증가되었고 이로 인하여 더 높

은 유상하중, 항속거리 등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만족하기 

위해 기존의 유인항공기를 무인항공기로 개조하는 방식이 

종종 사용되고 있다[1]. 

하지만 본 논문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용한 무인항공기 

개발을 제안한다. 이는 주된 무인항공기 개발 동향과는 다르

게, 현존하는 유인항공기를 최소한으로 개조하여 이용하자는 

취지를 바탕으로 한다. 왜냐하면 유인기를 무인화 시키는 경

우 조종간이나 조종면에 별도의 구동기를 장착하여 시스템

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확장성이 제한되고 경제

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휴머노이드 로

봇을 이용하여 좀 더 범용적이고 확장성이 크며 경제적인 무

인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한편, 휴머노이드 로봇은 지속적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

는 주제이며 최근에는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사람을 기

준으로 디자인된 주변 환경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활용성

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 2012년부터 개최된 

DARPA Robotics Challenge이다. 이 대회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용하여 주변 도구나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각종 재난에 대

응하는 능력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이다. 

본 논문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응용 기술 중 하나로 로

봇이 항공기를 조종하여 자율비행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한

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현되고 실험적으로 검증된다면 현존

하는 항공기들을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무인화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재난지역에 접근하여 

사람을 대신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해 질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시작단계로, 소형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50cc급 무선조종 항공기를 이용하여 자율비행시스템을 구현

한다. 이를 위해 비행제어컴퓨터와 로봇을 연결하여 제어입

력을 받고, 로봇의 크기에 적당한 조이스틱을 조종간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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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ARPA 로보틱스 첼린지(DRC). 

Fig.  1. DARPA Robotics Challenge (D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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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여 자율비행시 로봇이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II.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용한 무인항공기 개념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용한 무인항공기 시스템은 그림 2와 

같이 항공기와 비행제어컴퓨터 그리고 로봇으로 구성된다. 

본 실험에 사용된 로봇은 조종사(Pilot) 로봇(Robot) 이기 때

문에 그 이름이 PIBOT이라고 붙여졌다. 센서와 컴퓨터, 그리

고 로봇간의 상세한 정보의 흐름은 그림 3의 흐름도와 같다. 

비행제어컴퓨터는 항공기 또는 비행제어컴퓨터 박스에 탑재

된 GPS와 IMU 센서로부터 기체의 위치와 자세에 대한 정보

를 얻는다. 그리고 현재 상태와 추종값 사이의 오차를 계산

하고 로봇의 역운동학(inverse kinematics)을 통해서 로봇의 각 

모터가 움직여야 할 각도를 계산한다. 로봇이 움직이면 로봇

이 잡고 있던 조이스틱이 움직이게 되고, 조이스틱으로부터 

나온 아날로그 신호가 비행컴퓨터에서 PWM 신호로 변환되

어 비행기의 각 조종면으로 전달되어 움직인다.  

종래의 방식대로 비행제어컴퓨터와 각 조종면이 직결되어 

무인 비행도 가능하지만, 굳이 중간에 로봇을 위치시킨 이유

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용한 무인항

공기의 개념을 검증하기 위함이다.  

로봇이 항공기를 조종하는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점으로는 응답속도의 지연과 항공기의 흔들림으로 인한 로

봇 움직임의 오차이다. 그리고 로봇이 조종간을 놓치는 등의 

물리적 접촉이 상실될 경우에 대한 우려가 있다. 다시 말하

자면, 로봇이 항공기를 조종하여 무인화 시키는데 있어서 정

확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 서술하는 실

험이 설계되고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흐름도에 맞춰 

실제로 제작된 실험 기체의 모습은 그림 4(a)와 같다. 비행컴

퓨터와 로봇, 그리고 조이스틱이 설치된 조종석의 모습은 그

림 4(b)와 같다. 

일반적으로는 로봇자체가 컴퓨터를 내장하고 있어 별도의 

컴퓨터 없이 독립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계산하고 움직

인다. 본 논문에서 설계한 실험에서는 비행제어컴퓨터가 별

도로 설치되어 있지만, 이는 물리적인 결합만 부재한 것일 

뿐 기존 로봇의 개념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본다. 향후 비행

제어컴퓨터와 로봇이 결합되어 독립적으로 운용이 가능할 

때에 좀더 온전한 비행 무인화 로봇의 형태를 갖출 것으로 

생각된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무인시스템으로서 역할을 할 때 생기

는 장점으로는, 현재 개발되어있는 항공기를 그대로 유지하

면서 무인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많이 진행되고 

 

그림 2. 시스템 흐름도. 

Fig.  2. System Diagram. 

 

그림 3. 비행제어컴퓨터, 로봇, 조종면 간의 상세한 흐름도. 

Fig.  3. Signal flow diagram of flight computer, robot and control 

panel. 

 

(a) 

(b) 

그림 4. (a) 실험에 사용되는 시스템의 전체적인 모습, (b) 조

종석에 비행제어컴퓨터와 로봇, 그리고 조이스틱이

설치된 모습. 

Fig.  4. (a) Real feature used in experiment, (b) Feature of cockpit 

with robot, joystick and flight computer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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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무인항공기 연구는 이미 개발된 각각의 항공기에 전자

적인 구동기를 추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무인화 시키는 항공

기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개별적으로 무인화시키는 방식보다

는 조종을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것이 비

용적인 측면에서 이익이다. 또한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로봇이 개발된다면,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재난지역에 투입

되어 항공기를 조종해서 접근하고 재난상황 속에 투입되어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재난상황은 인

간이 개발한 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것들이 

사람을 기준으로 디자인되어있다. 따라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다른 형태의 로봇들보다 시설들을 작동시키는데 더 용이할 

것으로 사료된다.  

 

III.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용한 무인항공기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용한 무인항공

기는 소형 모형 항공기 한 대와 6개의 관절을 갖는 휴머노이

드 형태의 로봇과 조이스틱, 그리고 비행제어 컴퓨터로 구성

된다. 소형 모형 항공기는 Goldwing사의 50cc급의 Pitts라는 

모델을 사용했으며,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복엽기의 형태

를 하고 있다. 스케일은 날개길이가 1.8m, 동체길이는 약 2m

이며, 비행에 필요한 모든 기자재를 실었을 때 무게는 약 

12kg이다. 그림 4(b)에서도 볼 수 있듯이 조종석 부분을 개조

하여 로봇팔이 움직이기에 충분한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

작하였다. 그리고 비행 조종에 사용된 로봇의 모습은 그림 6

과 같이 6관절 휴머노이드 로봇의 형태를 하고 있다. 각 관

절에 사용되는 모터는 Robotis사의 AX-12A 서보 모터를 사

용하였고 로봇의 무게는 약 400g이다. 그림 6과 같은 자세에

서 크기는 가로, 세로가 약 150mm, 200mm이며 높이는 약 

80mm 이다. 로봇의 손은 본 실험에 사용되는 조이스틱을 조

종하는데 적합하도록 설계하여 제작했다. 조이스틱의 형태는 

그림 7과 같은데, OMTER사의 OM200A-M4 모델로 2축 전위

차계 조이스틱이다. 조이스틱을 조종석의 상판에 고정하기 

위해 별도의 케이스를 제작했다.  

마지막으로 비행제어컴퓨터는 연구실에서 기 개발되어 사

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였고 그 모습은 그림 8과 같다.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20mm, 45mm, 75mm이고 무게

는 약 270g이다. 박스 내부에 들어있는 비행제어컴퓨터는 

Gumstix사의 Verdex pro XL6P COM과 PWM 생성 보드의 결합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00MHz의 CPU와 256MB의 RAM이 

장착되어 있다. 관성 센서로는 Microstrain사의 3DM-GX3-35

가 비행제어컴퓨터 박스 안에 내장되어 있다. 그리고 본 시

스템에만 특별히 아이솔레이터를 로봇과 컴퓨터 사이에 설

치하여 비행제어컴퓨터로 노이즈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했다.  

 

IV. 제어 시스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제어기는 연구실에서 기 개발된 것을 

사용하였다[1,2]. 비행제어컴퓨터에서는 자세정보와 추종값의 

오차를 이용해 PD 제어를 수행하였고, 그 수식은 (1)과 같다. 

 ( )
ail

p d d

ele

K K
δ

θ θ ω
δ

⎡ ⎤
= − −⎢ ⎥

⎣ ⎦
 (1) 

 

 

그림 5. 로봇의 조종을 위해서 개조된 복엽기의 모습. 

Fig.  5. Biplane remodeled for the pilot robot. 

 

 

그림 6. 조종에 사용된 6축 로봇. 

Fig.  6. Pilot robot used in this experiment. 

 

그림 7. 비행 조종에 사용된 조이스틱. 

Fig.  7. Joystick used in flight control by robot. 

 

그림 8. 비행제어컴퓨터 박스. 

Fig.  8. Flight Control Computer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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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θ 와 θ 는 종방향과 횡방향 축에대한 항공기의 목표 자세

와 현재 자세를 의미한다. ω 는 종방향과 횡방향의 각속도를 

나타내며 pK 와 
d

K 는 제어기의 이득을 의미한다. 제어기의 

이득은 비행실험을 통하여 항공기가 자세안정화를 하는 시

점을 기준으로 선정되었다[4]. 

제어입력이 생성되면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로봇팔 손끝

의 위치가 정해진다. 그 위치에 도달하기 위한 각 관절의 회

전량은 표 1과 같이 본 시스템에 사용되는 로봇팔의 DH 

(Denavit-Hartenberg)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계산이 가능하다[1]. 

이를 역운동학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데, 각 관절의 회전량

이 계산되면 모터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개루프 제어가 수행

된다[3]. 

비행제어기에서 이미 폐루프 제어를 수행하였고 이를 바

탕으로 로봇의 움직임이 계산되므로 개루프로도 로봇의 조

종력이 충분히 발휘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로봇이 조

종석에 고정되어 자세오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개루프 제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로봇과 비행제어 컴

퓨터 간의 통신은 단방향 시리얼 통신으로 프로그램 내부에

서 매 루프마다 계산되는 모터들의 각도값을 시리얼 패킷으

로 전송한다. 

 

V. 실험 및 결과분석 

본 논문에서 제시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용한 무인항공

기의 개념은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수행하였다. 실험에서 구

현하고자 하는 시나리오는 로봇이 오른쪽 팔을 움직여 비행

기의 종방향과 횡방향의 자세를 안정화 하는 것이다. 지상국

과 송신기에서 자동모드를 실행시키면 로봇이 비행기의 자

세 안정화를 시작한다. 자세 안정화는 총 4 단계의 제어기 

이득의 조정을 통해서 구현되었다. 제어기의 이득은 수식 (1)

과 같이 각도에 대한 이득과, 각속도에 대한 이득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초기 이득값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얻은 자세 안정화 이

득값으로 설정하고 비행실험을 시작한다. 시뮬레이션과 실제 

비행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득 값의 조정이 필요하게 된

다. 그리고 종방향 보다는 횡방향과 관련된 이득값이 자세 

안정화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횡방향 각도 이득과 횡방

향 각속도 이득을 바꿔가면서 비행 실험을 실시하였다. 

1단계 이득값 조정에서는 횡방향 각도 이득을 0.7, 횡방향 

각속도 이동을 0.1로 설정하고 비행을 하였고, 실험 결과 기

체의 자세 변화는 그림 9의 그래프와 같다. 모든 그래프는 

로봇에 의해서 조종된 부분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다. 그림 9

의 그래프에서 로봇에 의해 조종이 시작되자 횡방향 각도와 

각속도가 진동하면서 발산하는 형태를 관찰 할 수 있다. 진

동 현상을 줄이고 자세가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도록 하기 위

해서, 2단계에서는 횡방향 각도 이득을 0.5로 줄이고, 횡방향 

각속도 이득을 0.2로 증가시켰다. 비행 실험 결과 기체의 자

세 변화는 그림 10의 그래프와 같다. 로봇이 조종을 시작하

자 발산하는 현상은 사라졌지만 횡방향의 각도와 각속도가 

더 큰 진폭으로 진동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각속도 이득을 

증가시킨 것이 진폭을 증가시켰다고 판단하여 3단계에서는 

기체의 횡방향 각도 이득을 0.4로 줄이고, 횡방향 각속도 이

Controlled by Robot

그림 9. 1단계 이득값 조정(횡방향 각도 이득: 0.7, 횡방향 각

속도 이득: 0.1). 

Fig.  9. 1st Gain Tuning (roll angle gain: 0.7, roll rate gain: 0.1). 

 

Controlled by Robot

그림 10. 2단계 이득값 조정(횡방향 각도 이득: 0.5, 횡방향 각

속도 이득: 0.2). 

Fig.  10. 2nd Gain Tuning (roll angle gain: 0.5, roll rate gain: 0.2). 

표   1. 로봇팔의 DH 파라미터. 

Table 1. DH parameters of manipulator. 

Link ai αi di θi 

1 a1 π d1 θ1 

2 a2 π/2 d2 θ2-π/2 

3 a3 0 0 θ3+π/2 

4 a4 0 0 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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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을 다시 0.1로 줄였다. 그 결과 그림 11의 그래프와 같이 

로봇이 조종을 시작한 뒤로 기체의 횡방향 자세 진동이 감쇠

하고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피치방향의 

운동은 전체적으로 진동 없이 일정한 값에 수렴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횡방향 각도 이득을 0.35로 줄이고, 횡방향 각

속도 이득을 0.07로 줄였다. 비행 실험 결과는 그림 12의 그

래프와 같다. 그림 12(a)는 303.7초부터 313.2초까지 로봇에 

의해서 비행제어가 되었는데, 진동도 사라지고 일정한 값으

로 수렴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종방향과 횡방향 자세각

도는 기준값이 0°이지만 실제로 수렴한 각도는 각각 약 7°와 

13°이다. 이 오차는 조이스틱의 트림 값이 송신기의 트림 값

과 일치하지 않거나 추진 모터에서 생긴 역토크에 의해서 생

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림 12(b)를 보면, 종방향과 횡방

향의 각속도는 로봇의 제어가 시작된 이후 약 2.3초의 

settling time을 거치고 0으로 수렴하여 비행기의 자세가 안정

화 됐음을 보여준다. 그림 12(c), (d)는 로봇이 오른팔로 조종

한 조이스틱의 출력값과 이 신호를 바탕으로 출력된 조종면

의 입력값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림 12(c), (d)로 부터 비행 제

어컴퓨터에서 나온 제어입력 신호가 로봇을 거쳐 조이스틱

을 움직이고, 조이스틱의 움직임이 각 조종면으로 전달됐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기체의 종방향과 횡방향 각도가 0°가 아닌 다

른 각도로 수렴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용한 자동비행은 약 2.3초의 settling time을 가지고 자세안

정화가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종방향과 횡방향 자세 각도의 

오차는 PID제어기를 사용하여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3은 로봇이 비행기의 자세제어를 하는 중의 로봇과 비

행기의 사진이다. 

Controlled by Robot

(a)

(b)

(c)

(d)  

그림 12. 시간에 대한 무인항공기의 상태변수 변화, (a) 자세, 

(b) 동체축 각속도, (c) 조이스틱 출력, (d) 조종면 입력. 

Fig.  12. Time histories of the flight states, (a) attitude, (b) body-axis 

angular velocity, (c) joystick output, (d) servo input. 

 

 

그림 13. 비행실험 조종석 내부 및 외부 촬영 장면. 

Fig.  13. Inside of cokckpit and outside picture of flight experiment. 

Controlled by Robot

그림 11. 3단계 이득값 조정(횡방향 각도 이득: 0.4, 횡방향 각

속도 이득: 0.1). 

Fig.  11. 3rd Gain Tuning (roll angle gain: 0.4, roll rate gain: 0.1). 

Hanjun Song, Dasol Lee, and David Hyunchul 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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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본 논문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용한 무인항공기의 개념

을 제안하고,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자세

안정화 비행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실험 결과 휴머노이드 로봇은 자세안정화 비행을 위해 충

분한 성능을 보고여주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기체가 달라

지더라도 조종간과 기체특성과 관련된 초기 값들만 바꿔주

면 자동비행이 가능할 것임을 확인했다. 아직 자세안정화 비

행만 검증한 수준이지만, 향후 여러 가지 센서와 알고리즘을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을 위해서 설계된 항공기에 

탑승하여 더 다양한 기동을 할 수 있는 무인시스템이 될 것

이라 생각된다. 또한 현재는 로봇이 조종석에 고정된 상태이

지만, 기체와 점점 독립적인 존재로 발전해가면서 생기는 문

제들을 해결해나가야 실현성이 높은 무인시스템이 될 것이

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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